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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001년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회사로 분사된 이래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가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조화

시키는 가운데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여 왔습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전력산업을 선도하고, 윤리·투명경영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06년도 5월에는 세계경제단체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율적 협약인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노동, 인권,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의 이행을 약속하였고, ’07년 이후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보고 기준을 충실히 따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꾸준히 발간, 올해 4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

습니다.

현재 서부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외부 환경요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경제구조와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전력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국내외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경영 목표에 집중하고,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취임 이후 경영방침을 Focus & Align으로 정하여 한정된 경영자원의 

효율적이용을 추진하고, 중장기 전략체계인 KOWEPO Vision 2020을 재정립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본연의 업인 안정적 발전운영 및 설비신뢰도 유지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혁신의 

마인드로 끊임없이 설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 고효율 신기술의 발전설비를 지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해외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첨단 신기술의 도입과 개발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꾀할 것입니다. 또한 유기성 고형연료 혼소, 석탄회 등 발전 부산물 재활용 극대화 

사업을 선도함으로써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04년 창단된 이래로 활발히 활동 중인 서부발전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소외계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관계는 이미 파트너 관계를 넘어 동반자적 상생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과는 

상생협약 및 자매결연 체결, 지속적 봉사활동 추진 등을 통해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한국서부발전은 창사 1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경영전략 재구축을 통해 회사의 비전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고, 태안 9,10호

기를 비롯하여 많은 발전설비의 건설계획을 확정시킴으로써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성장과 더불어, 경제, 

환경, 사회적 책임 등 질적인 성장까지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앙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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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

한국서부발전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당초 본사에서만 운영하던 팀제 조직을 전 사업

소까지 확대하였으며, 대폭의 권한위양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현장중심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수평적이면서도 프로세스 중심의 조직체계

를 구축하였습니다.

본사조직은 현장중심 경영과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의 33팀을 24

팀으로 감축함으로써 2본부 4처 2실의 체계를 구축하였고, 사업소는 

4본부 3처 아래 기존의 73개 부서를 67개 팀으로 조정, 조직의 효율

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청라·김포지구 열공급을 위한 청라에너지(주), 가로림만 조력발

전소 건설을 위한 가로림조력발전(주) 등의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통해 

사업 다각화의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라오스와 인도네시

아에서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화력 발전사업을, 사우디와 나이지

리아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의 강점인 O&M분야에 특화한 사업을 추진하

는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직급 임원 1직급(갑) 1직급(을) 2직급 3직급 4직급(갑) 4직급(을,병) 5직급 별정 청경 합계

인원 4명 14명 26명 106명 366명 37명 1026명 44명 102명 1725명

 (‘11년말 기준)

사   장

미래사업실

관리본부장

정보화 추진반 (T/F)

경영기획처

태  안
발전본부

태  안
건설본부

평  택
발전본부

서인천
발전본부

군  산
발전처

가로림조력
건설처

해  외
사무소

경영관리처 발 전 처 건 설 처

기술본부장

감 사 실

감   사

본사 및 사업소 조직도

서부발전 직급별 인원현황

국내 전력수요 증가 추세의 둔화, 유가 및 유연탄가의 급등, 기후변화협

약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 등 전력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영 환경은 하

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은 이러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에너지(Energy), 환경(Environment) 분야의 

전문가(Expertise)로서 국내 전력산업을 선도하고 나아가 회사의 비전

인 World Best 3E Creator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본업인 전력생산 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사업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도 활발히 진출함으로써 에너지효율 극대화와 부가수익 창출을 꾀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의 해외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 분야의 다각화와 동

시에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관련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도 타 발전사를 

선도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두드림(Do-Dream)’ 시스

템 및 다양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명실상부한 발전산업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적 성과에만 치중하지 않고, 창단 8년차를 맞이하는 

서부발전 사회봉사단을 통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경

제, 환경,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전력산업 지속

가능경영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그 위상을 다지고자 합니다.

기업 개요
한국서부발전은 2001년 4월,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설립된 6개 발전회사 중의 하나로, 현재 

국내 총 발전설비의 약 10.7%인 8,404MW의 설비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한국서부발전(주) 설립 / 기업이념 
및 CI 선포 / 태안화력 5호기 준공

2005년
사가 ‘서부의 노래’제정 / 한국품질
대상 수상 / 청라에너지(주) 설립

2003년
6시그마 경영혁신기법 도입 
국가품질상
(품질경영 대통령상) 수상 
태안화력 7,8호기 착공

2006년
UN 글로벌 컴팩트 가입
무디스 신용등급 A1 획득
서인천 성능개선 완료

2002년
윤리경영 선언(서부인의 신조 선포) / 전 사
업장 ISO9001 인증 / 태안화력 6호기 준공

2007년
Vision 2020 선포 / 태안화력 7,8호기 및 
청송양수 1,2호기 준공 / 가로림조력발전
(주) 설립

2004년
6시그마 경영혁신 전사 확대 / 태안 안
전경영대상 수상 / 군산화력 폐지

2008년
중장기 인재양성모델 구축 / 
S&P 신용등급 A(Stable) 획득 / 
삼랑진 태양광발전소 준공

2009년
중기전략 Jump 1250 선포
사우디 라빅 중유화력 O&M사업 수주
국내최초 삼랑진-청송 원격운전 실시

2011년
태안 IGCC착공
KOWEPO VISION 2020 재구축
중기 상생 WP-TOPS 전략수립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년
김문덕 사장 취임
군산종합준공
작업장혁신 우수기업 대상

2010

2011

조직 개요

대  표  이  사 김문덕 자   본   금 1,589억원

설     립     일 2001.4.2 자 산 규 모 52,506억원

임  직  원  수 1,725명 매   출   액 52,045억원

지  배  주  주 한국전력 지   분   율 100%

신  용  등  급 S&P A, Moody's A1, 국내 AAA

본  사  위  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11년말 기준)

회사 연혁 (2001~11)

조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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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태안, 평택을 비롯한 5개 지역에 44기, 총 8,404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안발전본부에서는 총 4,000MW의 유연탄 발전기 운영을 통해 저원

가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한 평택과 서인

천에서는 총 3,680MW의 중유화력 및 LNG복합화력을 적시에 기동 정

지함으로써 서울·경기 일원의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에서는 국내 최고 효율의 LNG 복합화력 설비를 지

난 ’10년 5월에 준공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수력, 태양

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태안, 삼랑진 등에서 준공 및 운영 중입니다.

 
 

                                         

·서인천 
   LNG (1,800MW)

·평택 
   LNG, BC유 (1,880MW)

·삼랑진
   신재생(3MW) 

군산· 
LNG (718MW)  

신재생(0.26MW) 

태안·                                         
유연탄 (4,000MW)
신재생 (2.32MW)

⊙ 발전량 점유율                                                           

전력산업의 특성

발전회사명 ’11년도 발전량(억kWh) 점유율(%)

서부발전 548 11.1

남동발전 611 12.3

중부발전 538 10.9

남부발전 603 12.2

동서발전 536 10.8

한국수력원자력 1,588 32.1

기타 526 10.6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고 노년기 지형으로 완만한 산지이기 때문에 큰 

낙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상계수가 높고 

큰 하천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력발전을 이용한 전력수급에는 상

당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화력발전과 원자

력 발전의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화력발전은 중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증기터빈을 회

전시켜 전기를 얻는 방법으로서, 수력에 비해 건설비가 싸고 조기에 생

산설비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소는 위

치의 선정에도 유리하여 산간벽지에 건설할 필요가 없는 것도 이점의 

하나입니다.

한국서부발전 또한 전체 설비용량 8,404MW 중 99.9%인 8,398MW가 

이러한 화력발전소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특징

전력산업은 그 공공재로서의 특징으로 인해 오랫동안 독점체제를 유지

하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국가 산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으나,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

대하겠다는 취지 아래 지난 2001년 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에 의거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발전회사로 분할함으로써, 발전부문

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의 경쟁사로는 한국남동발

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

수력원자력(주) 발전회사와 한국수자원공사, POSCO Power, GS 

Power, GS-EPS, MPC 등 민간발전사업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전력산업 구조 및 형태

발전설비 운영현황

서부발전 직급별 인원현황

전력산업은 총 자산중 고정자산이 95%를 점유하는 장치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전력이라는 에너지는 광속의 빠른 속도로 전달되며 수요와 공급이 동시

에 이루어지고, 저장이 불가능한 재화이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

해 적정수준의 예비전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전력설비 건설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투자비가 소

요되며, 수요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수립하여 안정적 전력공

급을 위한 적정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사업소 대  수 용량(MW) 계 점유율(%)

기  력

태            안 8 500 4,000

평           택 4 350 1,400

계 12 5,400 56.2

복  합 

평   택
GT 4 80 320

ST 1 160 160

서인천
GT 8 150 1,200

ST 8 75 600

군   산
GT 2 233 466

ST 1 252 252

계 24 2,998 31.2

신재생

태 안 소 수 력 4 0.55 2.2

태 안 태 양 광 1 0.12 0.12

삼량진태양광 2 2/1 3

군 산 태 양 광 1 0.26 0.26

계 8 5.58 0.1

합  계 44 8,403.5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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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분류 

사 업 영 역 고 객 분 류 가 치 기 준 고 객 요 구 사 항

발    전    사     업
(전기 생산 및 판매)

시 장 운 영 수 익 성  값싼 전기의 안정적 거래

계 통 운 영 신 뢰 성  품질 좋은 전기 공급

거 래 운 영 공 정 성  공정한 시장운영(규칙 준수)

전력거래 시장은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

릅니다. 시장은 전력시장의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시장운영,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중요시하는 계통운영과 공정한 시장운영을 위한 거래

운영으로 구분하여 분류됩니다(전기사업법 제31조 : 전력시장제도 

도입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반드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

비전 및 경영전략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007년 「Vision 2020(3 Plus 10)」을 수립하여 창사 이래 최초로 중장기 전략체계를 구축하였고, “World 

Best 3E Creator”라는 비전을 설정함으로써 그 지향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말,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더 

나은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전략체계를 「KOWEPO Vision 2020」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의 비전인 World Best 3E Creator는,에너지(Energy), 

환경(Environment), 전문기술(Expertise)의 3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치를 생산하겠다는 회사의 지향점을 의미합니다. 본업인 전기

에너지 생산을 안정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환경과의 연

관이 많은 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사업 확대를 위

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의 핵심인 전문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영속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 및 전략체계 수립 이후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심화되었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

사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발전연료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순환정전사태 발생을 계기로 국내에서의 안정적 전력

공급 요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신재생 및 해외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11년 7월부터 중장기 전략체계의 재정립 

작업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KOWEPO Vision 2020 - World Best 3E Creator

전력거래시장의 특성

발전소 운영 및 건설과 관련해서는 전기사업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전력거래 분야는 전력시장 운영규칙과 세부운영기준을 적용하

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영향물질의 배출에 대해서는 대기환

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한국서

부발전에서는 법적 규제치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자체 규제치를 설정하

고 준수함으로써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설비, 고압가스시설, 소방설비, 유해화학

물질, 유해위험설비, 재난시설 등 제반 설비운영의 안전성은 전기사업

법, 고압안전관리법, 소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

라 월별, 연간 정기점검 및 수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의 사업규제

2011년 1월부로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6개 발전회사는 시장형 공기

업에 새로 편입되었습니다. 발전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책임경

영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된 본 조치에 따라 전력산업, 특히 발전산업에 

몇 가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100% 지분을 보유하

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경영평가를 수검 받아 발전회사간의 경쟁

이 이루어졌었으나, 평가 주체가 기획재정부로 변경되면서 발전회사가 

아닌 다른 공기업과의 경쟁체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영투

명성 강화 차원에서 이사회의 의장이 사장에서 비상임이사 중 기획재정

부 장관이 선임한 사람으로 변경이 되고, 사장의 임명 주체가 주주총회

가 아닌 대통령으로 변경되는 등 경영 환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장형공기업 지정

국내 화력사업

 •국내최고 설비운영효율 확보

 •국내 건설사업 확대

 •연료자원의 안정적 확보

신•재생사업

 •신재생발전설비 적기 건설

 •첨단 녹색기술개발 선도

 •친환경 사업 확대

해외사업

 •해외 발전사업 확대

 •사업영역 다각화기반 확보

 •해외 신재생사업 추진

사업지원

 •전략 실행력 강화

 •역동적 기업 문화 창조

 •상생의 지속가능경영체계 구축

기술 경영 확장 경영 선진 경영 상생 경영

최고를 향한 열정 소통을 향한 신뢰 변화에 대한 도전 함께하는 성장

World Best 3E Creator
(Energy, Environment, Expertise)

Foucus & Align : 비전 달성을 위해 경영시스템과 구성원의 마인드를 한방향으로 정렬

Triple sales, Higher Sustainability : 매출 100억불·ROIC 7%이상

Energy

설비용량 20,000MW
Environment

CO2 14% 감축

Expertise

최고수준 기술확보

Vision

Vision
목표

핵심가치

전략방향

전략과제

CEO
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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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기술경영

확장경영

선진경영

상생경영

사 업 영 역 전략과제 지속가능성

국내 화력사업

① 국내 최고 설비운영효율 확보 경 제

② 국내 건설사업 확대 경 제

③ 연료자원의 안정적 확보 경 제

신·재생사업

④ 신재생 발전설비 적기 건설 환 경

⑤ 첨단 녹색기술 개발 선도 환 경

⑥ 친환경사업 확대 환 경

해외사업

⑦ 해외사업 확대 경 제

⑧ 사업영역 다각화기반 확보 경 제

⑨ 해외 신재생사업 추진 환 경

사업지원

⑩ 전략 실행력 강화 경 제

⑪ 역동적 기업문화 창조 사 회

⑫ 상생의 지속가능경영체계 구축 사 회

사업전략 9대 과제

•운영효율, 녹색기술, 자원확보 측면

   에서 업계최고 전문성 확보

•국내발전사업 확대

•해외사업 및 환경관련 사업 확대를 

   통한 성장 추구

기능전략 3대과제

•사업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 

지원 역할로 영역별 경영 고도화•국

내발전사업 확대

•사업과 기능전략은 ‘따로 또 같이’ 유

기적으로 병행

핵심가치는 한국서부발전의 비전 달성을 위한 구성원의 행동지침

(Guideline)이자 생각의 틀이며, 이는 ‘World Best 3E Creator’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비전 재구축에 앞서 ‘11년 4월, 약 3개월에 걸쳐 전 직원의 뜻을 모

아 서부발전의 핵심가치인 ‘KOWEPO-Way’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핵심가치는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가치 별로 

두 가지씩의 실천원칙을 세우고 그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비전 달

성을 위한 구성원의 마인드를 하나로 정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

습니다.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의 마

인드를 결집함으로써,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

니다.

실천원칙 실천원칙 내    용

최고를 향한 열정
(Passion)

담대한 목표 설정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보다 큰 목표를 추구한다.

개인역량 극대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배양, 일과 함께 성장한다.

소통을 통한 신뢰
(Trust)

존중과 역지사지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상대의 인격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시너지효과 창출 현장과 실천을 중시하고, 상호협력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

변화에 대한 도전
(Challenge)

창의적 대안 모색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적극적 변화 선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변화를 선도한다.

함께하는 성장
(Collaboration)

투명성과 공정성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히 수행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동반성장 추구 고객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회사 비전의 지향점을 구체화하기 위해, 비전을 보강하기 위한 비전 

슬로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새로 슬로건으로 설정된 “Triple Sales, 

Higher Sustainability”에는, 현재 40억불 수준인 매출액을 100

억불 이상으로 증대시키겠다는 수익적 측면과, 수익의 안정성을 담

보하는 ROIC 비율을 7%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공익적 측면을 함

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Energy) 분야에서는 설비용량 

20,000MW 달성, 환경(Environment) 분야에서는 CO² 14% 감

축, 전문기술(Expertise)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겠다

는 분야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비전의 3E 분야별 지향점도 명확히 하

였습니다.

비전 슬로건 설정 및 목표의 명확화 핵심가치

전략과제 및 전략방향의 구성

2020년 회사 목표의 달성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을 구축함으로써, 단계별 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매 년 점검, 롤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전 달성 로드맵 구축

국내사업 확대 기반 달성 국내 최고 발전회사 입지 강화 초일류 발전회사 도약

·초일류 발전회사 도약 원년

·태안 9, 10호기, 신평택Ⅰ추진

·태안 9, 10호기 IGCC 준공

·동두천Ⅱ추진

·군산Ⅱ추진

·신평택Ⅱ추진

·신규 전원부지 지속 확대

해외사업 본격화 원년 해외사업 수익확대 해외사업 수익확대

·라빅 O&M 사업 착수

·소수력발전사업 착공

·인니 따갈라 PPA체결

·라빅,엑빈 등 O&M 확대

·따갈라 석탄화력 준공

·세남노이, 카난수력 공사 진행

·세남노이, 카난수력 수익 실현

·따갈라 석탄화력 2단계 추진

·신규 해외사업 지속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도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세종시 태양광 착공

·화순풍력 착공

·영암 F1 태양광 추진

·하수슬러지 혼소 시행

·RPS 목표 4.7%, 달성 9.31%

·가로림 조력 준공

·해상풍력 2단계 준공(100MW)

·육상풍력 지속 추진(80MW)

·기타 신재생 확대(120MW) 

·RPS 목표 11.3%, 달성 12.53%

·해상풍력 3단계 준공(430MW)

·육상풍력 지속 추진(120MW)

·기타 신재생 확대(210MW) 

성장기반 구축
’11

▼

5조

’16

▼

7조 3천억

’20

▼

11조 7천억

매출규모

주요내용

서부발전 핵심가치 도출방법 서부발전 4대 핵심가치

“서부발전의 핵심가치는 비전/전략 실행의 기반이 되고, 기업 

성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비전전략의
실행 기반

CEO Initiative

경쟁적, 생산성, 혁신, 변화,
커뮤니케이션, 팀웍

최고를 향한 열정
(Passion)

인적자원, 프로세스, 수익성 및 경영성과 측면

에서 최고의 가치 실현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발전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구성된 상호간의 

믿음의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열린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소통을 통한 신뢰
(Trust)

변화에 대한 도전
(Challenge)

미래를 향한 결단과 의지로 시대적 과업을    

반드시 실행하여 성과를 이루어 내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발전산업의 트랜드를 선도한다.

함께하는 성장
(Collaboration)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추구한다.

기업 성공의
핵심

비전달성을 위한 요구 조건

변화, Speed, 창의, Teamwork, 도전

현재 서부발전의 성공 factor

Safety, 도전, 책임, 성장 등

기업의
영속성 보장

서부발전 전통

Safety, 수급안정, 공익성, 신뢰

서부발전 조직문화

상호협력, 배려, 팀워크 등

사업규모 확대

안정 성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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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 창출 

한국서부발전은 2011년도에 매출액 5조 2,045억원, 당기순이익 448

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9% 증가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약 80% 감소를 기록한 것은, 전력계

통 수요증가에 따라 첨두설비 급전지시가 많아져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높

은 복합발전소의 가동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24.9%대비 하락하여 9.2%를 기록하였지만 전력

계통수요의 증대에 따라 증가추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

은 첨두설비 가동에 따른 재료비 부담으로 전년 동기 150.4%대비 급감하

여 -79.6%를 기록하였고 추세자체도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 수익성

첨두설비 가동에 따른 재료비 부담으로 전년 동기대비 수익성이 전반적으

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계통수요에 발맞추어 전력수급 안정에 동참한 결

과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채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사적 경비절감 노력

은 계속되었습니다.

⊙ 안정성

태안 #9,10과 IGCC 등 본격적인 건설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자금조달규

모가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10년 기말 65.8% 대비 상승하여 80.0%를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건설사업의 회수기간 도래까지는 당분간 부채비율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장기적인 수익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09년 ’10년 ’11년

879

38,172

44,816

2,201 

47,667

53,694

448 

52,506

52,045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09년 ’10년 ’11년

185.0%

3.2%

24.9%
9.2%

150.4%

-79.6%

매출액

당기순이익증가율

⊙ 성장성지표

’10년’09년 ’11년

3.8%

2.0%

4.1%

0.8%

15.7%

7.0%
9.7%

ROA

ROE

EBITDA MARGIN

1.5%

⊙ 수익성지표

52.5%

60.3%

55.5%

47.5%

39.7%
44.5%

90.4%

65.8%
80.0%

부채비율

Debt/Capi ta l 

자기자본비율

’10년 ’11년’09년

⊙ 안정성지표

◎ 임금 및 복지 ◎ 세금(억원) (억원)

(억원)

(만원)

(억원)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임    금(급여)  1,129 1,200 1,166

퇴직금충당금 86 54 140

복 리 후 생 비 47 53 67

구           분 2009 2010 2011

법    인   세 - 611 13

소    득   세 115 136 120

종합부동산세 2 2 2

◎ 구매사 ◎ 지역사회 투자

※ 자재구매는 외자가 포함된 것으로 외자는  각 년도말 기준환율 적용

구           분 2009 2010 2011

지 역지원사업비 82.4 67.8 62.9

중 소 기 업 지 원 18.8 18.8 27.6

사회공헌기부후원 6.10 6.60 7.23

구           분 2009 2010 2011

연  료  구  매 29,377 35,634 44,291

자  재  구  매 5,713 3,154 10,629

◎ 자본비용(배당금,이자) ◎ 정부보조금 수혜실적

구           분 2009 2010 2011

배   당   금 264 739 314

이 자 비 용 491 492 486

구           분 2009 2010 2011

에 너 지 절 약
시  설  투  자

10,905 21,118 49,249

직원

임금  1,166억원

퇴직금   140억원

복리후생 67억원 지역사회

  지원사업비 63억원

  기부금     7억원

주주

배당금 314억원

중소기업

지원금 28억원

정부

 세금 135억원
채권자

이자 486억원

구매사

연료구매 4조4,291억원

자재구매 1조629억원

매출액
5조 2,045억원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사회의 협조와 이해가 사업의 출발점임을 인식하

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구매, 생산, 판매의 전 사업활동 과정에서 우

리와 접하는 이해관계자와 공동성장이 지속가능경영의 토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이해관계자와의 정당하고 공정한 경제적 가치 배분에도 심혈을 기

울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가가치 창조 경제적 가치 배분

(10년도부터는 IFRS 적용)

(10년도부터는 IFRS 적용)

*ERITDA(영업이익+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매출액      (10년도부터는 IFRS 적용)

(10년도부터는 IFRS 적용)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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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한국서부발전은 2001년 4월 2일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분할하여 발족한 6개의 발전

회사 중 하나이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회사 소유지분의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각도의 전략경영체제를 바탕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영진 현황

직      함 성      명   주 요   경 력

대표이사 김문덕

• KEPCO 부사장

• KEPCO 송변전본부장

•임기 : '10.4.2 ~ ’13.4.1

감     사 남동우 

•청주시 의회 의장
•우리신협 부이사장

•임기 : ’11.6.17 ~ ’13.6.16

상임이사

오승균

•한국전력 서대구지점장
•한국전력 비서실장

 •임기 : ’09.1.14 ~ ’12.1.13

권영박 

•서인천발전본부장

•태안발전본부 건설처장

•임기 : ’09.1.14 ~ ’12.1.13

직      함 성      명   주 요   경 력

비상임이사

김대영

•전) 경호처 총무부장

•임기 : ’10.4.2 ~ ’13.4.1

정대화

•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임기 : ’10.4.2 ~ ’13.4.1

심재중

•한국투자증권 영업상무
•전) TG바이오텍 대표이사

•임기 : ’10.6.30 ~ ’13.6.29

이장우 

•현)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임기 : ’11.6.10 ~ ’13.6.9

정찬기

•현) KEPCO 기획본부장
•전) KEPCO 인사처장

•임기 : ’09.2.24 ~ ’12.2.23

대한민국 상법 등 관련법과 한국서부발전 사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각종 경영사안을 심의하고 심의 안건에 대하여 부

결 또는 수정을 통해 회사 경영전반을 견제 및 통제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는 법령과 정관 등 규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

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1년도를 포함하여 최근 3개년간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100%

로 향후에도 이사회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

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사회의 성립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의 과

반수 찬성으로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 규정에 따라 의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표결에 참가할 수 없

게 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총 

12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안건 49건, 보고안건 14건 등 총 63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결정, 직

원정원 조정 및 사장 경영계약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결의하

였습니다.

◎ 이사회 운영성과

◎ 이사회 참석률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구  성 3 4 3 4 4 5

출석률 100% 100% 100% 100% 100% 100%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소집횟수 13회 13회 12회

의결안건
(의결,보고)

40건
(26건, 14건)

45건
(31건, 14건)

63건
(49건, 14건)

정책반영 21건 30건 50건

수정안건 1건 3건 4건

일  자 안  건 결 과

2011.02.18 태안화력 9,10호기 건설 기본계획(안) 원안가결

2011.03.04
동두천 복합발전 특수목적법인 출자(안) 수정가결

정관 개정(안) 원안가결

2011.03.30 평택발전본부 GIS 설치공사 계획(안) 원안가결

2011.04.13 중장기 경영목표 제출(안) 원안가결

2011.05.17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안) 원안가결

2011.6.28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11.6.28 임원연봉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11.8.30
인니 남부 깔리만탄 해상선적터미널사업 특수 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안) 수정가결

평택복합화력발전소 2단계 건설기본계획(안) 원안가결

2011.9.29 영암 F1 경기장 태양광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안) 원안가결

2011.10.27 중장기 경영목표 제출(안) 원안가결

2011.12.2 201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원안가결

2011.12.29 2012년도 예산(안) 및 예산운영계획(안) 원안가결

◎ 2011년도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예시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대한민국 상법과 정관에 따라 사

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사내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이사회의 

과반수 구성) 5명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1명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김대영 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사의 개인별 주요 경력과 이사회 회의록은 회사홈페이지(www.

iwest.co.kr) 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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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매월 개최하며, 경영현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

여 의사결정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Top-Down 방

식의 획일적 의사결정 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무진이 이사회

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이사회 

운영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사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이사회 개최건수, 이사회 

참석률 및 의견 개진 건수 등 이사회 운영사항을 회사경영평가 및 내부

평가 항목으로 상시 관리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상임 이사에게 사

내 직원용 홈페이지를 개방하여 회사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

고, 이사회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이사회 활동의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임 이사진에게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

록 이사회 개최 전에 안건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요 경영

현안은 보고사항으로 상정하여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임 

이사진의 필요시 발전소 현장방문 및 직원간담회 등을 통해 회사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2011년도 이사회 주요 개선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이사회 개편
시장형 공기업 지정에 따라 정관 등 규정 및 제도 정비
(감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등 구성, 운영)

지배구조 선진화

비상임이사 전문성 활용
안건 사전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신설 및 운영
 (경영전략, 투자사업, 예·결산 등 3개 위원회)

상정안건 심의강화

이사회 운영평가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대한 외부 시범 평가
 (한국전력, 가스공사와 동일 수준 시현)

경영투명성 확보

◎ 비상임이사 현장 시찰

가로림조력(’11. 7. 5) 태안발전본부(’11. 7. 5) 서인천발전본부(’11. 10. 21)

리스크 관리
한국서부발전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여건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 또는 최소화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

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2008년 말 RM(Risk Management, 위험관리)

부서를 신설하여 각각의 기능 및 부서단위로 인식하고 관리하던 위험을 

전사위험관리 책임주체를 중심으로 각 부문의 위험을 통합하여 관리하

고 있습니다. 해당분야별 차장급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 전문가들은 분

야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크기를 계량화한 후, 대응방안을 실무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실)장급

으로 구성된 전사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상정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

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는 크게 재무, 연료, 전력거래, 발전(건설), 신규사업부문

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사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

위험관리 체계도 전사위험관리 위원회 구성

분야별 위험요인의 최적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전사적 위험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위원회
통 합

위험관리시스템
도 입

위험관리규정
제 정

위험관리 실무 위원회

전사적 위험관리 위원회

환위험관리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위원회

재무위험관리
위원회

재무부문(건전한 재무상태 유지)

재무분야에서는 영업이익률 하락, 환율급등 위험, 회사채금리 급등 위

험 등 3개 핵심위험을 선정하여 재무리스크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또

한, 핵심위험지표에 대하여 주기적 모니터링을 하여 사전경계 대상인 

Orange신호 도달시 사전에 설정한 시나리오 Plan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이를 통해 환율 변동 및 금리 변동에 따른 회사의 재무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선제

적 위험관리로 영업이익 30억원 증가와 환차손 15억원을 축소하였으

며, 부채 만기구조 장기화, 저리조달을 통해 금융비용 36억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재무위험관리

•3개 지표 선정 주기적 모니터링

- 영업이익률, 환율급등, 회사채금리

전사위험관리

•계량 : 13개 핵심위험지표

•비계량 : 145개 점검항목

전사위험관리

•3개 모두 안전구간(Green) 달성

이사회의 역할 강화

이사회의 활성화

한국서부발전은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경영활

동에 대한 경영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한전과 회사는 매년 사장 경영계약을 통해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를 설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회사는 회사와 사장의 경영실적을 평가

하여 그 결과를 연봉 및 성과급에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장과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 간에도 내부경영계약을 체결하여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책임경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임원 평가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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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한국서부발전의 경영 활동상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존하고 있으며, 상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신뢰 기반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해관계자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통해 파악된 니즈는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서부발전의 지

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  분 기 대  가 치 주요 의사소통 채널

주주(정부, 한전)
경영선진화 및 혁신,

경영성과 극대화

주주총회(연1회), 이사회(매월)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

업무별 협의체(정부 및 한전)

일반국민
원가절감,

고품질의 저렴한 전력공급

ALIO 경영공시 (정기/수시공시)

정보공개, 홈페이지, 웹진, VOC

전력 홍보관

내부직원

고용안정, 

복지향상,

자아실현

CEO Hot-Line, CEO의 편지, 타운미팅 등

노사협의회(연4회), 노사간담회(수시), 

고충처리제도, 사원복지만족도 조사

드림보드(청년이사회), 제안제도

사업소 경영현안 설명회, 사보

협력기업

투명경영, 

공정경쟁,

중소기업 지원 및

상생협력

고객만족도 조사(연1회), 청렴도 조사(연1회)

협력기업 간담회

사업추진회의, 공정회의, 

P-CRM, 중소기업 특별 지원 정책 등

지역사회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환경 단체]

지역경제 기여, 

환경 및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협조

환경감시단 회의(분기 1회)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간담회,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기관장 모임, 지역별 사회공헌활동 등

5

정부

4

지역사회

3

주주

2

임직원

1

고객

6

Business 
Partner

이해관계자
Communication

발전용 연료는 해외의존도가 높아 외부 조달환경 변화에 취약할 뿐 아

니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원가변동위험도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

다. 따라서 당사는 연료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최소

화하기 위해 Global Coal Index 변동률 및 유연탄 도입가격 상승 

지표를 관리하며 공급선 다변화 정책을 통해 연료수급 안정성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한 시장예측능력 향상 

및 연료구매의 위험관리 방안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11

년 유연탄 국제가격은 전년대비 22.7% 상승하였으나 서부 도입가는 

10.8%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사간 SWAP공조확대로 수급안정

과 적정 혼소율 유지를 통한 경제적 연료사용을 도모하였습니다.

구  분 ’11년 실적

유연탄 도입가격 상승률 10.8

국제가격 상승률 22.7

연료부문(연료수급 안정성 제고)

이해관계자 그룹

전력거래부문에서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개정 및 보완 시 당사에 미치

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매출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요인에 의한 판매량 및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위험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기 위해 전력시장 시뮬레이터(Plexos)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기 

판매수익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관련부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

과 ’11년도 전력판매수익이 S/G인 4.96조원을 4.6% 초과한 5.19

조원을 달성 회사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구  분 ’11년 상반기 ’11년 하반기

목 표(억원) 25,442 49,598

실 적(억원) 26,167 51,886

달 성 률(%) 102.7 104.6

전력거래부문(사전적 예측)

당사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기 위해 고장정지 Zero화를 목표로 발전설비의 비정상 운전상황에서 

고장원인 및 대처방안을 온라인으로 즉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사고,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별 관련규

정과 비상대비 훈련프로그램을 갖춰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

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환경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시스템을 완비하여 정상유무를 24시간 감시하

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예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최상의 설비상태를 유지하고 전력계통에 의한 파급사

고 시에는 발전기가 안정적으로 정지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완비하여 

사고복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계획 손실률 0.43% 0.30% 0.24%

이 용 률 58.8% 64.6% 74.5%

건설공정 이행률 100% 100% 100%

발전(건설)부문(설비·안전사고에 대응)

신규사업 참여 여부 결정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자원의 효율적 운

영 및 투자실패에 따른 손실 및 수익성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 대상국 및 사업성을 검토·확인 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단계별로 투자 타당성 

및 국가·환율·금리 위험 등 사업개발 관련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사업추진 중요사항을 전사위험관리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청라·김포 집단에너지사업, 동두

천 복합발전사업과 해외 사우디 라빅중유화력 O&M 사업, 라오스 세

남노이 수력발전사업, 필리핀 카난 수력발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인 

화순풍력, 영암F1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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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est 3E (Energy, Environment,  Expertise) Creator

인재경영 정도경영 녹색경영 상생경영 선진경영

·구성원 존중

·직원 역량 개발

·윤리경영

·고객만족 

·안전 및 보건 

·신재생 에너지 개발

·기후변화와 에너지

·발전 오염물질 

   발생최소화

·친환경 기술개발 및

   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사회 지원 

   및 사회 공헌

·발전 설비 운영

·신규사업 개발

·연구개발

·경영혁신

전력거래소는 서부발전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근거하여 발전비용평가, 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 계통운영보조서비스 특성자료 및 보정계수 적용 등 전력시장 운영 전반에 걸친 시장운영업무를 하고 있

습니다. 서부발전은 발전설비 최적관리, 발전설비운영 고도화 및 녹색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국내 전력수급안

정 및 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전력거래소 시장운영팀 차장 황봉환

◎ 전력거래소

서부발전과 전력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전략 수립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매개로 지속적인 협력관계에 있

으며, 전력연구원은 서부발전을 통하여 현장의 실태와 정책효과의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전력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도전정신이 돋보이는 회사입니다. 향후에도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전원개발을 통해 전력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며, 발전 회

사 중 귀사가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분야 및 기술의 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센터장 이창호 

◎ 연구기관 

농협은 서부발전의 안정적 자금흐름을 위한 시스템 및 지원체제 구축으로 주거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다양한 원료 공급처 확보 및 효율적 기업운영으로 국가 산업발전과 국민생활 증

진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업무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

상 및 비용 절감은 재무성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며, 이를 통하여 창출된 경제적 부가가치는 대체에너지 개발 등 안

정적 전력 생산을 위한 선행 투자로 이어질 때에 지속가능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협 삼성동지점 부지점장  김동수

◎ 금융기관 

한국공조기술은 서부발전과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고,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특허 또한 서부발전

과 당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품은 기존제품 대비 에너지 절감이 40%까지 가능하여 우수 연구개발제

품에게만 주어지는 개발 선정품으로 지정되어 회사매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발전회사는 안정적인 발전설

비 운영과 전기 생산에서의 원가절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회사가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난제들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경영, 기술개발, 제품판로 개발 등 분야에서 서부발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공조기술개발(주) 대표 이건수

◎ 협력 중소기업

평택 삼괴고등학교는 2009년도에 전국 유일의 창업 특성화학교로 지정되어 전국단위의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서부발전의 역할이 컸습니다. 2000년부터 해마다 장학급 지급과 기자재 

기증 등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고, 2006년 이후로는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처럼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졸업생들을 많이 채용하여 구직난으로 어려운 시대에 커다란 사

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평택 삼괴고등학교 교장 이영진

◎ 발전소 주변지역 학교 

동화노무법인은 서부발전의 인사·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서부발전의 자문 업무를 수

행하고 있지만, 서부발전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체계는 저희가 참고하기에도 모범사례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오

히려 도움을 얻는 부분도 있습니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장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DNA입니다. 노사 상생의 선진 

노사관계가 구축되고, 노사가 믿음을 가진 채 서로의 역할에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자리잡는다면, 향후 어떠한 위

기가 닥치더라도 노사가 똘똘 뭉쳐 이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의 수행을 기대합니다.

동화노무법인 이정현 노무사

◎ 노무법인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서부발전은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영

기획처 내 지속가능경영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이해관계자별 발생 

이슈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업무 체계를 구성하였습니

다. 특히, 이해관계자별로 이슈를 수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관련 팀

원들의 Network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가능 경영 계획 수립, 추

진현황 및 성과 이행 점검, 글로벌 CSR 동향 공유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부발전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의 주요역할

   - 전사차원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방향 검토

   - 대내외 CSR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및 지속가능 경영 

      관련 국제기관 활동참여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및 대외 홍보

   - 협력 회사 CSR 추진 체제 구축 지원

서부발전의 궁극적인 경영 목표인 ‘World Best 3E Creator’를 달

성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의 Slogan은 “Higher Sustainability 

with people, society & environment”입니다. 이는 서부발전

의 발전은 관련된 모든 사람, 사회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를 우선시

하며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5대 추진 방향을 설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이슈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5대 추진 방향별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이슈별로 내용 및 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 지속가능경영 비전체계(안)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서부발전 지속가능경영 비전 체계도

Vision

slogan

추진방향

추진과제

“Higher sustainability with people, society &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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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명단

분   야 성명/생년월 이력  /  소속 운영 (위촉)

경

영

관

리

경

영

품

질

신완선

(’61. 03)

·오클라호마대 공학박사 
·미국 NASA 자문
·한국품질경영학회 이사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부 교수

발전처
안전품질팀

(’04. 8)

연

료

자

원

방승규

(’55. 7)

·시드니대 법학 학사·한호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주)코리아 전력투자 대표·AUCTUS Investment Partners 대표

경영기획처
연료팀
(’09. 8)

재

무

관

리

)김대식

(’55. 01)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박사
ㆍ서부발전 환관리위원회 고문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보험연구원 원장

경영관리처
재무팀
(’04. 8)

성

과

관

리

김흥식

(’52. 05)

·고려대대학원 회계학 박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위원
·한국공기업학회 이사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충남대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경영기획처
성과관리팀

(’11. 7)

위

험

관

리

김종일

(’65. 12)

·고려대학교대학원 경영학 박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전력 매각자문위원회 위원 
·한전 KPS 환위험 관리위원회 자문위원

경영기획처
조직예산팀

(’11. 12)

신

규

사

업

개

발

재

무

자

문

민유성

(’54. 03)

·뉴욕주립대 M.B.A
ㆍ(주)티스톤 공동대표이사 회장
ㆍ산은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
·한국산업은행장

미래사업실
사업전략팀

(’11. 9)

법

률

이 원

(’63. 07)

·예일대 Law School
ㆍ한전,포스코,삼성등 해외사업 법률 고문
·Baker&Mckenzie(홍콩사무소) 
   partner 변호사

미래사업실
사업전략팀

(’04. 8)

환

경

관

리

해

양

환

경

(김종만

(’47. 09)

·도쿄대 수산학박사
·한국어류학회 회장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한국해양연구원 바다목장화사업단장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

발전처
기후환경팀

(’05. 6)

기

후

변

화

김정인

(’58. 07)

·미네소타대 환경경제학 박사
ㆍ산자부 기후변화협약대책반 위원
ㆍ에관공 기후변화협약대책반 위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발전처
기후환경팀

(’05. 6)

중

기

육

성

지

원

전

략

곽수근

(’53. 08))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ㆍ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경영학 박사
ㆍ한국회계학회 부회장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장

발전처
동반성장기획팀

(’08. 8) 

건

설

기

술

이태섭

(’48. 07)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석사
·콜로라도광업학교 응용지구물리 박사
·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금강환경관리청 심의위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건설처
사업총괄팀

(’09. 8)

고객,지역민

·동반성장 기획팀

충남

·태안발전 건설

   가로림 담당

환경

·기후환경팀

경기

·평택 서인천

   동두천 담당

임직원

·인사총무팀

·노무복지팀

국내 기타

·군산 기타 신규

   입지 담당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자재팀

해외 

·해외 지역 담당

사회공헌

·문화홍보팀

·동반성장기획팀

관리본부장

사장

경영기획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 경영 담당지속가능 경영 자문위원회

서부발전은 지속가능 경영 고도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하고, 시스템을 고도화 하기 위해 지속가능 경영 자문회의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5개 분과 10개 부문별로 전문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지속가능 경영 자문위원회”를 조직하고, 서부발전 CEO와 지속가

능경영 담당 협의체와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업 경영 성과창출 및 외부전문가와의 유기

적 관계 유지를 통한 정책수립의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자문위원회

지속가능 경영 자문위원회

경영관리 분과 신규사업 분과 환경관리 분과 중기육성 분과 건설 분과

경영품질부분 재무자문부문 해양환경부문 지원전략부문 기술부문

연료지원부문 법률자문부문 기후변화부문

재무관리부문

경영평가부문
성과관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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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객 임  직  원 주     주 지 역 사 회 정     부 Business Partner

   녹색경영

-신재생에너지 개발 Ο Ο Ο

-기후변화 에너지 Ο Ο Ο

-발전 오염 물질  발생 최소화 Ο Ο Ο

-친환경 기술개발 및 투자 Ο Ο Ο Ο

   상생경영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Ο Ο

-지역자회 지원 및 사회 공헌 Ο Ο

   인재경영

-구성원 존중 Ο

-직원역량 개발 Ο

   정도경영   

-윤리경영 Ο

-고객만족 Ο Ο

-안전 및 보건 Ο Ο Ο

   혁신경영

-발전설비 운영 Ο Ο Ο

-신규 사업 개발 Ο Ο Ο Ο

-연구개발 Ο Ο Ο

-경영인프라 Ο Ο Ο

주요 보고 이슈 선정

서부발전의 지속가능 경영 주요 이슈 도출은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 1단계 :  미디어 리서치, 발전산업 동향, 기업전략등 내외부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슈도출

- 2단계 :  이해관계자 및 사회의 관심도와 기업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 검토

- 3단계 : 최종적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T.F 및 경영진 검토를 통해 주요 이슈 확정

서부발전의 주요 이슈 도출 프로세스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 

사항 및 기업 경영 활동의 영향을 평가하여 인재경영, 정도경영, 녹색

경영, 상생경영, 선진경영 총 5개 전략 방향별로 15개 주요 이슈를 도

출하여 본 보고서에 해당내용 및 성과를 담았습니다.

외부이슈 도출 근거  

- 미디어 노출 :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국내외 언론의 서부발전 관련 보도내용 분석

- 발전업계 분석 : 타 발전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주요 활동 및 이슈 분석

- 글로벌 동향 분석 :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가이드라인 분석

내부이슈 도출 근거

- 서부발전 중기사업계획

- 서부발전 CSR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이슈 도출 프로세스

주요 이슈 도출

phase 1
지속가능경영 이슈 파악

phase 2
이슈의 중요성 검토

phase 3
주요 이슈 확정

미디어 리서치
Global 동향

발전 산업동향
기업비전
기업전략
벤치마킹

Issue

이해관계자 기업경영

지속가능경영 

이슈 Pool

Materiality Test
H

H

S
oc

ia
l

l Business

주요 이슈

인재경영 정도경영 녹색경영 상생경영 선진 경영 

·구성원 존중
·직원 역량 개발

·윤리경영 
·고객만족
·안전 및 보건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후변화와 에너지
·발전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친·환경 기술개발   
   및 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사회 지원 
   및 사회 공헌

·발전 설비 운영
·신규사업 개발
·연구개발
·경영혁신

◎ 도출된 이슈들을 이해관계자별로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5대 분야별 이슈

인재경영
구성원존중

직원 역량개발

정도경영

윤리경영

고객만족

안전 및 보건

녹색경영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후 변화와 에너지

발전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친환경 기술개발 및 투자

상생경영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지역사회 지원 및 사회공헌

선진경영

발전 설비 운영

신규사업 개발

연구개발

경영혁신

2010년 16개 주요 이슈

경제분야

발전설비 운영

국내외 신규사업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술개발

경영혁신

재무성과

환경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노력

발전오염물질 배출관리

사회분야

안전보건

임직원 존중

직원역량 개발

윤리경영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역사회 지원/ 사회공헌

기타이슈
연료구매

전력설비 확장기반 구축

2010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는 경제, 환경, 사회, 기타의 

Category로 이슈를 담았으나, 2011년에는 지속가능경영 비전체계

의 전략 방향별로 주요 이슈를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이해하

기 쉽도록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었습니다.

2010년, 2011년 주요 이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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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한다’ 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World Best 3E Creator’의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녹색경영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후변화와 에너지

·발전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친환경 기술개발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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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

◎ RPS 연도별 의무량 및 달성계획

연   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량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달성량 0.13 0.14 0.48 5.52 6.11 6.30 7.59 8.89 8.89 8.89 8.89

우리회사는 현재 태안태양광, 태안소수력, 삼랑진태양광 등 5.3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 RPS가 시행되는 2012

년 이전까지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건설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으

나, 2012년 총발전량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 2%에는 부족한 실

정입니다.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가로림 조력발전과 태안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가 준공되는 2014년까지 RPS 의무할당량에 못 미치고 있

어, 부족분은 공급인증서 거래기관을 통하여 REC(신재생에너지인증

서)를 구매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우리회사는 2015년이 되면 가로림

조력과  태안 IGCC의 본격적인 상업운전 개시로 신재생에너지 의무량

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의무할당량이 매년 1%씩 늘어나 2020년 총발

전량의10%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해상풍력, 조류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대응 전략

신재생에너지 개발산업

태양광발전

2005년 8월 발전회사 최초로 태안발전본부내에

120kWp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하여 현재 상

업운전중에 있으며, 또한 발전소 유휴부지를 활

용한 3,000 kWp 삼랑진 태양광 설비를 2008

년 4월 29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차 RPA의 일환으로 신규 태양광 발전 

8.3MW 건설을  준비하여 2011년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가로림 조력발전

충남 서산, 태안의 가로림만에 세계 최대 규모

의 520MW급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

으며, 2007년 9월 가로림조력발전(주) 법인을 

설립, 현재 인허가와 보상관련 업무를 진행하

고 있어, ’12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

다. 준공은 2015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준공 후 우리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량 달성

에 많은 기여를 할 것 입니다.

태안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태안 IGCC 300MW 실증건설사업을 2006

년 12월 정부와 협약을 체결,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종합설계기술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11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11월 설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랑진 태양광발전소•가로림 조력 조감도 •태안 IGCC 조감도

◎ 기후변화 대응전략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정책목표 달성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발전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및 실행체계 구축

기후변화 발전산업 대책반
[발전사간 유기적 공조, 공동대응]

정부, 산업계 대책반 및 협의체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신재생 확대, 효율 향상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산업 저탄소 발전기술 R&D

비전

목표

추진
방향

추진
체계

기후변화와 에너지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발전량의 약 66.5% 차지하고 있는 석탄,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부문의 기후변화에 대

한 대응은 범지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현실적 과제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10.8%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약 87%가 석탄, 석유, 가스 등을 사

용하는 화력발전설비 이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타 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2008년 저탄소 배출형 발전사업을 위

한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 내부적인 인프라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대응 수단으로 시행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2008년 및 2009년 전력거래소 주관 온실

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에 참여하는 등 미래의 제도에 준비를 해 나가

는 한편, 배출권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

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제 표준에 부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

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창립이후 IPCC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

인(1996)과 세계자원연구소(WRI), 지속가능 발전기업협의회

(WBCSD)의 기업의 온실가스 산정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

출량을 산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부터 서부발전에 적합하면서 국·

내외 지침에 부합하는 『한국서부발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과 IT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출량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2002~2007년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검증 전

문기관인 한국품질재단(KFQ)으로부터 검증을 받음으로써 온실가스 배

출량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

다.

온실가스 인벤터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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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서부발전 온실가스 배출현황

◎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 온실가스 원단위 추이

◎ 원료원별 에너지 사용량

◎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서

800

750

700

650

740

2009  2010  2011 

682

703

(단위 : GJ)(단위 : 천톤-CO2, eq)

◎ 에너지 원단위 소비량

9.0

8.9

8.8

8.7

8.6

8.5

8.843

8.635

2009  2010  2011 

8.692

(단위: GJ/MWh)

(단위: GJ/Mwh)

(단위: g-CO2/KWh)

총배출량 : 35,654
직접 배출량 : 35,591

간접배출량 : 63

중유
2,199 (6%)     

경등유
14 (0.04%)    

가스
6,347 (18%)   

유연탄
27,030 (76%) 구입전력 등

64 (0.12%)   

총에너지 : 450.114
직접에너지 : 448,907
간접에너지 : 1,207

구입전력
1,207 (0.3%)

가스
125,007 (28%)

경등유
205 (0.05%)

유연탄
299,993 (65.3%) 중유

29,694 (6.6%)

2005년 8월 120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태안에 준공하였으며, 

2007년 9월 태안 소수력 및 삼랑진 태양광 발전설비를 CDM 사업

으로 추진하여 10년 동안 연간 6,715 톤-CO2 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2009년 8월에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슬러지를 석탄

화력발전소 연료로 활용하는 “유기성 고형연료 석탄화력 혼소”를 CDM 

사업으로 추진하여 연간 약 24,000톤-CO2 eq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가 예상되며 수입 석탄 약 8만톤 대체 효과로 연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2015년 준공이 목표인 세계 최대의 가로림 조력발전(520MW) 

건설, IGCC(300MW) 발전설비 건설로 CDM사업 추가 개발이 가능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한

국서부발전에서는 향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경영현안으로 다가올 것

을  인식하고, 발전부문 기후변화 대책반 주관기관으로서의 역무를 수행

함은 물론 발전설비 효율향상,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등 자발적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는 발전설비 도입시 기존 설비보다 효율이 향상된 최

신설비를 도입하고 있으며, 통합 연소관리 시스템 구축, 석탄 혼탄 프

로그램 개선 등을 통한 효율향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동시에 추

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발전설비 효율 향상

에너지 전환사업인 발전 산업의 에너지 소비는 단순히 경비절감 차원

이 아닌 경영성과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어 한국서부발전에서는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하고 매년 에너지 절감 실적을 보고하는 등 에너

지 소비절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안화력 #5,6호기 전기집진기의 정류용 변압기를 고효율기기로 교체

하여 연간 5,549톤-CO2 eq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

상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온실가스 처리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CO2 분리용 건식

재생 흡수제 개발, 건식 흡수제 이용 배가스 CO2 흡수탑 유동층 공정 

개발, 산소공여입자 대량 생산기술 개발, IGCC 실용화 기술개발, 습식 

알칸올 아민을 이용한 CO2 분리회수기술 등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546.4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사업 CO2 처리기술 개발

국내 CDM 사업 추진

한국서부발전은 본사를 포함한 전 사업소에 차량 5부제 시행, 직원들의 

출·퇴근 승용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통근버스 운영, 단순 용무에 의한 

출장 억제를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으로 에너지 절약은 

물론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Carbon Neutral 

Program)을 2008년부터 시행하여 사회복지시설(음성 꽃동네)에 태양

광 발전설비설치 지원 등의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량 5부제 시행 탄소 중립프로그램

사     업     명 CER예상량(CO2 eq/년) 진  행  사  항 사  업  유  효  기  간

삼랑진 태양광 2,215 톤 UN CDM 등록 2009 ~ 2019 (10년간)

태안 소수력 4,500 톤 UN CDM EB 등록신청 (국가 승인 완료) 2010 ~ 2020 (10년간) 

유기성 고형연료
석탄 혼소

24,000 톤 사업계획서 작성 2011 ~ 2020 (10년간)

한국서부발전은 시장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에 대비하여 CDM 사업과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에 참여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대내적으로는 서부발전의 조기행

동 실적으로 인정받고, 대외적으로는 탄소시장 규제에의 대응 역량 향

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9년까지 확보한 총 크레

딧은 약 55만톤-CO2 eq입니다.

탄소배출권 확보 및 탄소시장 참여 기반 마련

2007 2008 2009 2010 2011

33,191

33,021
33,159

35,525

3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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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녹색기업 운영, 자율 환경관리협약 이행, 환경경영체제

(ISO14001) 전사 통합인증 회사로 ‘Plan(계획)→Do(실행)→Check(

점검)→Act(개선)’의 프로세스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

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환경관리의 적정

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잠재하는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매년 

환경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1년도에는 녹색경영시스템 시

범인증 사업에 최초로 참여하여 인증을 취득하며, 녹색경영시스템을 구

축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시스템 (GMS)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서부발전은 투명한 환경경영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도 향상

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및 주변 대기질 측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측정결과를 환경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에 전송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전광판을 통해 공

개함으로써 환경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도 향상

국제 CDM 사업과 아울러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대비하여 2006

년부터 정부에서 시행중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제도에 적

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는 약 11.7만톤-CO2 eq의 온실가스 감축실

적(KCERs, 국내 온실가스배출권)을 획득하여 약 5.2억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을 거두었으며, 2011년까지 누계 감축실적 77.4만톤CO2 

eq, 누적수익 약 37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

 사 업 명 : 고효율 가스터빈을 통한 서인천복합 성능개선 사업

  ● 사업등록 : 2006. 6 (국내 1호 등록)

  ● 에너지절감 예상량 : 47,505 LNG-톤/년 (사업계획서 기준)

  ● 온실가스 감축량 : 77만톤-CO2 eq (2007~2011년)

  ● 배출권 판매수익

  ● 향후 추가감축 예상량 : 약 20만톤 - CO2 eq(사업계획서 기준)

사 업 명 : 태안5,6호기 전기집진기 성능개선으로 소비동력 절감 사업

  ● 사업등록 : 2010. 3

  ● 에너지절감 예상량 : 5,226 MWh/년 (사업계획서 기준)

  ● 온실가스 감축량 : 5,123 톤-CO2 eq(2011년 실적

’09 ’10 ’11 합계

5.6억원 5.6억원 5.0억원 16.2억원

발전회사는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대량의 자원 사용과 동시에 환경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는 풍요로운 삶을 영

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과 동시에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 등 지속가능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에 머물지 않고 자원 재활용과 사전 예방 차원의 오염물질 관리를 포함한 자원 순환형 시스템을 통해 우리 사회

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 검사 및 점검 

·환경경영 시정조치 요구

·내부 환경감사

·환경교육훈련
   비상대비훈련

·환경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환경경영
   추진계획 실행

·환경경영계획 

   경영자 검토

·지속적 환경 

   개선방안 강구

·환경 유해성 평가

·환경경영 추진계획 수립

·환경교육 계획 수립

PLAN

ACTION EMS

CHECCK

DO

◎ 환경경영체계도

발전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12,268천톤

714천㎘

5,5천㎘

2,288천톤

1,210

462

1,500

6.4

1,064

410

566

1.7

88

96

38

27

7,125천톤

267천톤

12.4천톤

36,944천톤

10,8천톤

23,4천톤

0,71천톤

53,033GWh

51,207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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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량         재이용률

◎ 배연탈질(SCR) 공정도 

석탄을 원료로 하는 태안화력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저탄장 주위에 

방품림과 살수설비를 운영하고 추가로 방진벽을 설치·운영하는 등 비

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 ◎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배연탈황(FGD)설비

한국서부발전에서 사용되는 물은 크게 전기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발전용수와 탈황설비에 공급되는 탈황용수, 기기 냉각수, 음용수 등

으로 분류됩니다. 대량으로 사용되는 용수는 발전소 인근 댐과 호수 

등의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이들 취수원의 공급능력 대비

하여 그 사용량은 취수원 수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기생산량 증대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자원 사용을 

줄이고 수계에의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전량 상수원수 3급수*) 상수원수 3급 : pH 6.5~8.5 화학

적 산소요구량(COD) 6.0㎎/ℓ 이하, 부유물질(SS) 25㎎/ℓ 이하

의 수질 이상으로 처리하여 재이용 및 방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

안화력은 폐수를 대부분 재활용하고 있고, 평택화력과 서인천복합, 

군산복합은 수질환경 관리기준이 ‘나’ 지역인 해양으로 상온상태로 

방류하고 있어 수질 오염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

고 있습니다. 

◎ ’11년도 발전소별 취수 현황 (단위 : 백만톤/년)

공급능력 : 취수원 공급량

(단위: 톤)

구  분 태 안 평 택 서인천 군 산

사 용 량 5.3 1.5 0.4 0.2

취 수 원 보령댐 남양호 팔당댐 옥산저수지

공급능력 107 18 980,106 430

수자원 절약

한국서부발전은 공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2007년부터는 태안발전본부에 중수도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누수율 제로화 운동 전개, 폐수 재이용처 발굴 및 공정개선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군산복합 가동에 따른 설비정상화를 위

한 용수사용량 및 폐수발생량 급증으로 재이용률이 다소 감소하였습니

다. 그러나 2010년도에 「물이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용수 

절감 및 폐수재이용 증대를 위한 세부 추진안을 수립하며 수자원 보호

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용수(用水) 재이용한국서부발전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 화력인 

태안발전본부와 석유 화력인 평택발전본부에 최첨단 습식 석회석 석고

법을 이용한 배연탈황설비와 질소산화물 저감기술 중 최고의 기술인 선

택적 촉매환원방식(SCR)의 배연탈질설비 및 고효율 전기집진기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인천과 군산복합화력은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적게 하는 저NOx연소

기를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동·정지

시 발생하는 황연(Yellow Plume)을 저감하기 위한 설비를 전호기에 

설치하였습니다.

SOx, NOx 발생억제 

화력발전소에서는 고온·고압의 증기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고 사용한 증

기는 다시 물로 응축시켜 재사용 합니다. 이때 증기를 응축시키는 냉각수

로 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배수가 방류되고 있으며 그 양은 발전량과 

비례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의 화력발전소도 온배수를 방류하고 있으며, 

매년 전문기관을 통해 온배수에 의한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

습니다.

온배수(溫排水) 관리

*  상수원수 3급 : pH 6.5~8.5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6.0㎎/ℓ 이하, 
                      부유물질(SS) 25㎎/ℓ 이하의 수질 

◎ 공급원(발전소)별 용수 사용현황 ◎ 폐수 재이용 현황

보령댐(태안) 남양호(평택) 팔당댐(서인천)

옥산(군산) 원단위사용량(I/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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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탈질설비 :  선택적 촉매환원법(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으로 배기가스 중의 NOx를 촉매층에 

통과시켜 자연 대기상태인 N2와 O2로 분리시켜 

배출하는 장치로 태안과 평택에 2007년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 등과 관련한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환경법규를 위반함으로 벌금 및 제재를 받은 적이 없

습니다. 더 나아가 자율 환경관리 실천을 위해 태안, 평택 및 서인천발

전본부는 지자체와 자율 환경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사 자체적으로도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배출목표: 법적기준 대비 30% 수준)과 폐기물

(재활용목표 : 75% 이상)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오염 최소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법규 준수를 통한 환경오염 최소화 노력

화력발전소 중에서 석탄 및 석유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먼지 등을 배출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화력 발전소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각종 규제치 보다 더욱 엄

격한 사내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방지시설의 신뢰도를 높

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50X 먼지 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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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발생량(톤)        재활용량(톤)        재활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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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약품 사용처

● 최신 수처리 기술 도입   

    - 하이드라진 무주입, 산소처리 등

● 약품대체공정 개발적용     

    - 응집제 약품 변경

● 설비보존 방법 변경

● 공정개선

◎ 화학약품 사용 현황 ◎ 중장기 화학약품 절감추진

약 품 명 사 용 처 약 품 명 사 용 처

염       산
가성소다

 •물 처리실 : 발전용수 생산
 •복수탈염설비 : 보일러수 정화
 •폐수처리장 : pH조절

하 이  드 라  진
암   모   니   아
인   산   소   다

  •보일러 수처리 : 부식방지용

  •탈질설비 운영 : 환원제

응집보조제
황산알미늄

 •물 처리실 : 발전용수 생산
 •폐수처리장 : 탁도성분 제거

탄  산  나 트 륨
중아황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탈황폐수처리: 중금속 및 COD제거

소  포  제   •방류구 거품 제거 황 산 제 일 철   •냉각수용 해수처리:부식방지

이산화염소   •음용수 처리 : 살균용 미 생 물 종 균제   •오수처리:BOD 제거 등

발전소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 발전설비의 부식방지, 발

전용 증기를 생산하기 위한 순수생산 등을 위해 약 30여종의 화학약

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탈질설비 운영강화 및 황연저감설비 설치완

료로 인한 환원제 사용량 증가로 2011년도 사용량이 13,065톤으로 

2010년도에 비해 9.4%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서부발전은 화

학약품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하이드라진 무주

입, 고효율 응집제 사용, 설비보전 방법 개선 및 대체약품공정 개발 등

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화학약품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는 등 

유해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사용 근절

한국서부발전에서 사용하는 설비 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 함유 기기는 유일하게 변압기 절연

유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PCBs 함유 절연유가 포함된 

변압기의 도입 사례가 없으며, 2004년 10월 환경부와 PCBs의 근절

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이래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변

압기의 절연유에 대해서는 전량 검사를 통하여 PCBs 함유 여부, 농도 

등을 관리하고 점차적으로 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5월에는 PCBs 함유 절연유를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

의 현황 및 관리 상태와 2012년까지 폐기계획 등을 명시한 ‘PCBs 근

절을 위한 자발적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

습니다. 서부발전이 사용하고 있는 PCBs 함유 변압기는 총 10대(절

연유량 242.2㎘)이며 그중 5대(처리량:27.4㎘)를 2009년에 처리하

였으며 사용 중인 변압기 5대도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량 폐기할 

예정입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는 폐기물 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석탄회 및 탈

황석고 등은 재활용하며, 재활용이 곤란한 폐수오니, 폐보온재 등은 폐

기물 처리 허가업체에 적법하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폐기물 총 배출량은 30,662톤, 재활용량 7,559톤으로 재활

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 연소에 따라 발생하는 석탄회는 콘크리트 혼화재, 시멘트 원

료, 지반 성토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83.2%를 기록하였습니다. 도로용 골

재 규격 및 성토재 등 신규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재활용량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탈황석고는 시멘트 및 석고보드 원료로 100%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및 부산물 재활용

◎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 석탄회 발생 및 재활용 현황

 출처 : 건설사업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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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 부지 선정, 건설 계획단계부터 발전소에 의한 

환경, 교통 등에 관한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여 발전소 운영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하여 설

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지역주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하여 이를 발전소 건설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발전소는 보호 종 또는 멸종 위기 보호 동식물 종이 서식하

는 생태계 보호지역과 인접해 있지 않은 지역에 건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운영단계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대

상 항목에 대하여 사후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한 

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조사

육상조사                         소음측정                    해양생태계조사                                 대기질 조사         

13.6 26.6

1,06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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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에서는 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 유발 지

역에 대해 1년 또는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

고 있으며, 현재까지 오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토양오염 방지

한국서부발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온실가

스 감축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여 녹색에너지기업으로 도약

을 위해 산·학·연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개발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CO2를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고농도로 분리·

회수하여 저장하기 위한 환경친화형 고효율 CO2 회수 기술을 개발하

고 있습니다.

CO2 분리회수기술 개발

한국서부발전은 대량의 화석연료 사용과 동시에 환경물질이 발생되고 

있어, 대향류 보일러 연소최적화 기술 개발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

소화하는 청정연소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기술 개발 

하수슬러지 건조 연료화를 통해 생산된 유기성 고형연료를 석탄 대체에

너지로 활용하는 발전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석탄회 재활용 확대를 위

한 농업적 활용기술 개발 및 석탄회 사용처별 표준규격(KS)을 제정하

는 등 부산물 유효자원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순환형 자원관리

2010년 환경설비 투자비는 227억원으로 총 설비투자의 9.1%에 해

당합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최근 3년간 664억원을 투자하였고, 이는 

전체 설비투자 대비 11.5%에 해당합니다. 2010년에는 환경설비 운

영 및 개발비로 1,269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전기집진 성능개선, 황

연저감설비 설치, 탈황설비 최적화 등 대기환경설비에 집중 투자한 결

과, 대기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의 배출원단위가 매년 개선

되고 있습니다.

환경설비 투자 및 운영

한국서부발전에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

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오존층 파괴물질로는 전기설비 등에 사용하는 특수 소

화설비인 할론가스(Halon-1301) 설비로 가스 총 보유량은 10,760

㎏이며, 2002년 이후 2006년도 태안화력에서 1,050㎏을 충진한 실

적이 유일하며, 이 또한 2012년까지 할론가스를 사용하는 소화설비를 

완전 폐기 및 대체할 예정입니다.

오존층 보호

한국서부발전은 환경관련 사고 제로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환경오

염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통합 비상대책기구를 조직하였습니다. 통

합 비상대책기구에서는 부서별 임무와 행동요령 숙지, 비상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의훈련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까지 사고 발생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출퇴근, 원료 및 부산물의 수송 등 운송수단의 사고 시 

유출될 수 있는 석유류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및 협력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차량 작업장 주위에 교통안전 

포스터 게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속 3진 아웃제를 도

입하여 부산물, 폐기물, 탈황용 석회석·석고 운송업체에 대해 불이익

을 주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환경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비상사태 종류별 대응절차

   

      □유류 유출사고        □유독물 유출사고

      □지진 및 화재 발생   □ 태풍 및 해일 발생

               □ 폭설 및 홍수 발생  

      ▣ 설비별 환경사고 대응절차

      □ 대기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 기 물 보관시설    □유독물 저장시설

      □ 유류 저장시설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 환경영향평가 추진실적

분       야 사  업  소 내       용 기        간

건설사업
가로림조력 건설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 2006. 3 ~ 2010.12

태안IGCC 건설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 2007. 5 ~ 2010. 8

운영사업

태안 해양, 육상, 대기, 토양 사후환경영향조사 격년 또는 매년

군산 해양, 육상, 대기, 토양 사후환경영향조사 격년 또는 매년

평택 대기, 토양, 수질 사후환경영향조사 분기,반기,매년

청송양수 육상,수서,대기,수질,소음진동,기상 사후환경영향조사 매년

서인천 - 대상사업 아님

삼랑진양수 - 대상사업 아님

친환경 기술개발 및 투자

·IGCC연계한 연소 전
   CO2 회수기술

·건식재생 흡수제
   개발 등

·대향류 보일러
   연소최족화 기술

·규격외탄 사용확대
   기술개발 등

·하수슬러지
   혼소기술개발

·석탄재 농업적 활용
   기술개발 등

CO2 회수저장 녹색환경기술 자원 순환

녹색에너지기업

구  분 2008 2009 2010

환경설비 투자비 20,359 20,368 22,670

환경부문 운영비 114,705 119,131 125,860

환경부문 개발비 2,693 4,248 1,061

계 137,757 143,747 149,591

* 개발비 : 교육훈련비 제외, 교육훈련비는 운영비에 포함    * 환경편익 제외 (’11년 실적은 ’13년도 보고서에 수록)

(단위:백만원)
◎ 환경부문 투자 및 비용집행 실적



·동반성장의 새로운 미래 - 한국서부발전

·지역사회 지원 및 사회 공헌

한국서부발전은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한다’ 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World Best 3E Creator’의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상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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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의 새로운 미래 -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은 “서부발전 상생협력 비전 및 로드맵”을 수립하여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인 동반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서부발전 동반성장 전략(WP-TOPS전략)”을 수립하여 기술경쟁력 강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핵심역량 강화, 동반성장 기반구축의 4대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20대 실천과제로 구체화하여 협력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초보기업, 

유망기업, 선도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R&D 자금 지원

에만 한정하지 않고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과

제 발굴→우수 협력사 선정→실증지원→판로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

착시켜 성공 모델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서 에스티비(주)

의 “5kW 대용량 리튬이온 스마트배터리 제어시스템개발”, 대영씨엔

이(주)의 “석탄발전소 압연파형 탈질촉매개발”을 주도하여 발전소 실증

시험, 신제품 인증, 지경부 해외시범사업 선정, 판로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에스티비는 ’06년 매출 6천만원에서 ’10년 39억원, 

’11년 100억원 달성이 예상되며, 대영씨엔이는 ’07년 매출 1억7천만

원에서 ’10년 36억원, ’11년 80억원 달성이 예상되는 등 협력기업이 

크게 성장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 자본재분야 연구개발지원 유공 산업포장 수상(지식경제부) 

 - 연구개발분야 대중소기업 아름다운 동행상 수상(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으로 기술경쟁력 향상

화력발전소 탈질 촉매 국산화중소기업 협력연구과제 최종평가 시행

◎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협력과제
수행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

14 25 20 59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3 3 7 13

산학협력
연구개발(신규사업)

- - 5 5

연구개발 자금지원 32.6 59.4 69.5 161.5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한국서부발전은 중소기업에 기자재 납품을 위한 생산자금을 선지급하는 

등 다양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음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중소기업 금융비

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자금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내용 2009년 2010년 2011년

선급금지급 계약금액의 70% 한도 416 511 330

네트워크론 납품계약을 근거로 자금지원 21 21 0

공공구매론 납품계약을 근거로 자금지원 32 1 0.3

With-Loan 납품계약을 근거로 자금지원 15 0 0

전자발주론 전자계약을 근거로 자금지원 14 0.5 0

파워에너지론 1,2차 협력기업 자금지원 5 13 19

합 계 503 546.5 216.3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한국서부발전은 중소기업제품 및 신기술인증제품의 법률적 구매목표 

보다 상향된 구매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우대제도 

시행 및 중소기업청 지정품목에 대해서는 공사와 분리하여 중소기업으

로부터 직접 기자재를 구매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활성화 방안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총구매액

(A)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신기술인증제품

총구매액
(B)

구매비율
(B/A)

물품
구매액(C)

구매액
(D)

구매비율
(D/C)

구매액
(E)

구매비율
(E/C)

2009년 1,181 936 79.2 588 126 21.4 102 17.3

2010년 1,624 1,296 79.8 988 208 21.1 195 19.8

2011년 1,688 1,140 67.6 613 82 13.3 81 13.2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한국서부발전은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출품지원, 해외시장개척단파

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제품의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글로벌 마케팅지원 실적
 (단위 : 백만불, 개사)

 - 중소기업 신기술인증제품 판로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지식경제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담실적 1,187 1,870 2,061

계약실적 205 204 256

지원기업 455 526 565

단 계
도입ㆍ정착기

(2005~2009년)
고도화기

(2010~2015년)
가치창출기

(2016~2020년)

역 할 中企지원 모범기업 中企지원 선도기업 中企지원 선진기업

목 표
중소기업지원

방향 및 전략정립
대ㆍ중소기업 상호
가시적 성과 창출

신뢰적 협력관계로
지속성장ㆍ발전

◎ 비  전 :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구현

◎ 비전달성 로드맵

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전 및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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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교부된 62억 9천만 원 중 지역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 금액

은 총 28억원에 달합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농기계 

구입과 각종 저장창고 등의 설치에 사용된 농림수산업 시설비용으로 8

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3억 8천만원의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오래전부터 국민의 필수 공공재인 전기를 공급하는 시민기업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하여 왔습니다. 

또한 발전소는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

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 에너지 정다운 이웃”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004년 8개 센터 76개 

팀으로 조직된 서부발전 사회봉사단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문화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미래세대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복지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필요

한 사회 책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가 건설됨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규 발전소 설비의 건설이 추진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주민에 대해

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협의회 측과 협약을 통해 제3의 기

관에 피해 및 권리에 대한 조사 용역을 맡김으로써 공정한 보상이 이루

어지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 후에도 이주민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과 채용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

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채용 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

며, 2004년 시작된 본 우대정책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자녀의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해 필요한 토지 및 제반 권리들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충실히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각 발전소별로 지방자치단체와 현안 

업무회의 및 건설 당시 각서 체결을 통한 방식 등으로 커뮤니케이션 창

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집행된 지역지원 사업비 

(단위: 백만원)
◎ 2011년 사업소별 배분 금액

구 분 지자체 발전소 계

태안 2,986 1,807 4,793

평택 396 132 528

서인천 525 225 750

군산 145 74 219

계 4,052 2,238 6,290

지역사회 지원 및 사회 공헌

협의체 등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견 수렴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 
전체적으로 서부발전 직원 모두가 사랑의 마음으로 한데 어우러져 

『행복에너지, 정다운 이웃』을 구현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한

다」는 기업기념을 바탕으로 인간사랑(사회복지, 재난구호), 자연사랑

(환경보전), 문화사랑(문화예술, 학술교육, 체육진흥)의 3개 분야를 중

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년도 월 내   용

2004 08
· 서부발전 사회봉사단 창단, 『우리의 다짐』, 봉사단 엠블렘, 슬로건 선포

  ☞ 슬로건 : “행복에너지, 정다운 이웃”

2005

04
06
08
10

·백혈병소아암 환아돕기 헌혈릴레이 시행

·1사1촌 협약체결 및 농촌봉사활동 시행 ☞ 46개 농촌마을과 연계

·한국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시행

·경영혁신 베스트 프랙티스 대상(사회적 책임분야)

2006
02
12

·제2회 투명경영대상 수상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파트너쉽 협약체결

  ☞ 발전소주변 취약계층 1,004세대 후원

2007

06
07
10
10

·1사 1국립공원(주왕산) 자연사랑 파트너십 협약체결

·한국해비타트 ‘사랑의 집고치기’ 후원(10세대)

·다일복지재단 ‘밥퍼’봉사 및 천사병원(필리핀 구개구순열 환아) 후원

·개성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후원 및 봉사활동

2008

04
05
10
12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후원 기금마련

·2008년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지역사회협력분야)

·인도네시아 한아도서관 도서 후원

·사회복지전문가를 위한 『사회복지사』국내위탁교육시행

2009

05
06
09
10
11

·문화공연 후원 및 『객석기부제』시행 - 150석기부

·“까리따스 - 사랑의 식당” 파트너십체결 및 정기 배식봉사

·사회공헌담당자 워크숍 - 전문가 특강 및 현장의견 수렴

·SBS 희망 TV “헝그리 워킹 페스티벌“참가 및 후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가동, 에버랜드 견학 및 후원 

2010
09
10
12

·CEO와 함께 찾아가는 자선음악회(1회/분기)

·태안군 비상발전기 무료 지원(읍면사무소 8대)

·사랑의 울타리『지역아동센터』후원

2011
02
05
10

·아동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발전소주변지역 480명)

·해비타트-대학생사회봉사단 발대식 및 발전소 주변 에너지 환경개선활동

·사랑의 울타리-지역아동센터 “위피스쿨” 교육후원 사업

엠블럼

주요 추진경과

(단위: 억원)

81.9

0

67.7

기본지원사업비

’2009 ’2010 ’2011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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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가치있는 미래의 자산입니다. 한

미국서부발전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발

전소 주변의 일반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1사 1하천(산) 가꾸기 운동,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 등 생태계 보호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미래 환경 보호의 주체는 어린이들이라는 인식 하에, 미래의 꿈나무들

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지역 환경에 맞는 환경보호 활동 전개 

시설 기반의 구축만큼이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은 교육 

기반입니다.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

키는 노력은 시설 인프라의 구축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장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각 발전소에서는 

배정된 육영사업비에서 일정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 2011년 말 

현재 32억 7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갈 계획 입니다. 또한 2011년 한 해 동안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

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927명의 학생들에게 5억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 지급된 장학금 이외에 

교육용 기자재 시설의 구입, 사생대회의 개최, 문화행사 지원 등을 위

해 총 10억원이 지원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자녀들이 도시지역 

이상의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

다. 특히 태안에서는 지역학교 일류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원어민 영

어캠프 지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1사업소ㆍ1천(산) 지정 현황

사업소명 1하천(산) 사업소명 1하천(산)

태 안 센 터 학 암 포 군 산 센 터 경 포 천

평 택 센 터 남 양 호 가로림센터 삼실포항

서인천센터 승 기 천

◎ ‘11년도 사업소별 환경정화 활동 실적

사업소명 환경정화 행사명 횟수 참여인원

태안발전, 건설  백화산 쓰레기 수거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 60 1,183

평택  폐기물 수거 및 환경보호 캠페인 5 91

서인천
 철마산, 공촌천 환경정화활동

 나진포천, 을왕리 해수욕장 환경정화 등
13 177

군산  군산시 강 살리기 발대식 및 환경정화 등 7 163

가로림  고파도, 벌천포 해수욕장 환경정화 2 13

◎ 태안군 비상발전기 설치 현황

한국서부발전 봉사단은 “태풍 곤파스(2010.9.3)”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군을 찾아 피해 복구 현장에 임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특

히 신속하게 복구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랑나눔 릴레이 봉사활동”

을 전개하였으며, 임직원이 직접 태풍으로 날아와 길가에 위험하게 방치된 

비닐하우스 철거, 쓰러진 소나무 옮기기 등 일손을 구할 수 없어 고민하던 

발전소 주변 지역민의 걱정거리 해결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잦은 정

전으로 주민 편의제공에 애로를 겪고 있는 태안군 읍(면)사무소에 「비상발

전기」 를 지원하여 태안군과 상생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태풍 ‘곤파스’ 피해 복구 봉사활동

품    명 규   격 수량 설치장소

비상발전기

20kW 3상 380V 1 태안읍사무소 

20kW 3상 380V 1 안면읍사무소 

20kW 3상 380V 1 고남면사무소 

20kW 3상 380V 1 남면사무소   

20kW 3상 380V 1 근흥면사무소 

20kW 3상 380V 1 소원면사무소 

20kW 3상 380V 1 원북면사무소 

20kW 단상 380V 1 이원면사무소 

사업소별 사회봉사단의 지역 맞춤형 지원 시행

한국서부발전은 사업소별 사회봉사단이 주관이 되는 임직원 참여형 자

원봉사활동을 통해 정기적, 지속적인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

니다. 93개 팀으로 구성된 서부발전 봉사단은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

역의 43개 농촌마을과 33개 사회복지기관과의 결연을 통하여 서부발

전의 특성을 살린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사회봉사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노력봉사를 펼침

은 물론 서부인의 전문성을 살린 사랑의 전기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으

며, 발전소 인근마을의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을 위해 노후가옥

의 개보수 및 생활용품 후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

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김장김치를 담구어 전

달하고 사랑의 연탄 배달을 하는 등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닿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서부발전은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

(2006년) 한 후 적십자 봉사단원과 합동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취약계

층 1,004세대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7,000만원의 후원을 시행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전기봉사활동 사랑의 김장 나누기발전소 지역 주민을 위한 집수리 사랑의 연탄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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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발전 및 보호활동 동참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메세나 활동도 기업이 사회를 위해 문화

적 혜택을 지원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 봉사단은 

“CEO와 함께 찾아가는 자선음악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적으로 소

외 받는 계층과 지역시민들을 위해 희망을 주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음

악을 선물하는 ‘문화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종 지역문화제 지원은 물론 공연, 체육진흥활동 후원 등을 통해 지역사

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CEO와 함께 찾아가는 자선음악회 

자매결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위하여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

천한 공로로 강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서울 방배동에 있는 까리따스 사회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센터를 중심으로 매월 2주차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 만들기 

대한적십자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발전소 인근의 어려운 이

웃 1004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며 정다운 이웃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일일 문화체험  

다문화가정의 사회 화합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협의하

여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사 1촌 돕기  

각 사업소별로 농촌마을과 협약을 체결하여, 농번기 등 일손이 

모자란 시기에 맞추어 농촌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환아 후원 

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와 협약 체결하여 희귀질환 환아의 치료

비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진 정리
지역문화 발전 및 보호활동 동참

한국서부발전은 2004년부터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하여 ‘사랑의 집고치

기’ 행사에 약 1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건축비도 후원하

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대학생 사회봉사단을 창단하여 에너지 

및 환경 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26세대의 사

랑의 집고치기 및 12회의 자체기획 봉사활동을 통해 2,816시간동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362명의 임직원들과 대학생 사회

봉사단이 함께 자원봉사자로 나섬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보탬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생명사랑 헌혈릴레이, 백혈병 환아에게 사랑을’이라는 타이틀로 2004

년부터 매년 전사적으로 사랑의 헌혈릴레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1

년에는 300장의 헌혈증을 모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증하였습니

다. 한국서부발전은 헌혈릴레이와 더불어 환아치료 쉼터공간에 ‘에너지

효율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2,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

다. 또한 사랑의장기기증 캠페인을 통하여 402명의 장기기증서약서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기증하는 등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적

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기부 헌혈증수 302 192 300

후 원 금 액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백혈병환아후원 5명 2명 백혈병 환우쉼터 에너지 환경개선공사

저소득층 주거 및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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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군산봉사센터는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평생 

휠체어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장애우와 도우미를 자청하

고 나선 서부발전 봉사단 대원이 함께 백두대간의 끝자락

인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 올라 “Yes, We Can ! 포기하

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를  전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산행

구 분 활동제목 주요 활동 내용

인간
사랑

희귀난치병 환아 후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연계하여 후원

‘사랑의 헌혈릴레이’ 백혈병소아암환아돕기 헌혈증 및 후원금 기부

사랑의 집짓기 해비타트 집짓기 봉사활동 참여 및 후원

따뜻한 세상만들기 적십자사 연계 발전소주변지역 불우이웃 후원

다문화가족 일일 문화체험 다문화가족에게 문화체험 기회제공

자연
사랑

1사업소 1하천(산) 봉사활동 환경정화활동

“세계물의 날” 환경정화행사 사업소 및 협력업체 합동 클린행사

대모산 자연보호활동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대모산 환경정화활동

문화
사랑

육영사업 장학금 및 학교기자재 후원

전기사랑마라톤 후원 체육활동 후원

문화공연 후원 및 객석기부제 문화활동 후원

◎ 사회공헌 3대분야별 활동 내용

◎ 주요 복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파트너 기관 협 력  분 야

대한적십자사

• 헌혈 운동 협력, 국내외 재난 자원봉사 및 성금후원

• 발전소 주변 취약계층 1,004세대 후원 공동추진

• 신규 협력 프로그램 개발 예정 

백혈병소아암협회 • 백혈병 환아 돕기(후원금 및 헌혈증 지원)

한국해비타트 • 무주택 주거문제 후원(봉사센터별 봉사지역 선정)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희귀난치병 환아 후원

까리따스사회복지기관 •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무료배식 봉사 및 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 주왕산 후원 및 생태보전활동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 시각장애인용 점자책 제본

자광원 • 노인요양원(목욕봉사, 청소)

장애인사랑쉼터의집 •장애인 봉사활동 및 후원

성내종합사회복지관 • 독거노인 봉사활동 및 후원

장애인사랑쉼터의집 • 후원

하상장애인복지관 • 장애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보조

◎ 봉사활동 실적

요  소 2009년도 실적 2010년도 실적 2011년도 실적

1인당 봉사참여시간 20.82시간/년   24.56시간/년 21.68시간/년

기금 집행액 25.59억 30억 70.13억

◎ 봉사활동 규모 (인원, 시간)

구  분 연도
인간사랑 자연사랑 문화사랑

합 계
사회복지 재난구호 환경보전 문화예술 학술교육 체육진흥

활동횟수
(누계)

’11 541 6 94 9 1 3 654

’10 477 38 56 17 0 4 592

’09 448 2 76 75 14 11 626

활동인원
(누계)

’11 3,962 26 1,734 43 0 33 5,798

’10 3,719 475 1,362 101 0 5 5,662

’09 4,078 3 1,833 294 25 8 6,241

봉사시간
(누계)

’11 17,254 220 4,635 180 0 177 22,466

’10 19,402 3,163 3,479 206 0 0 26,250

’09 20,099 6 4,932 1,084 0 0 2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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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존중

·직원 역량개발

한국서부발전은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한다’ 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World Best 3E Creator’의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인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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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소통의 기업문화를 위해 하향식 채널인 경영현안설명

회, 경영NEWS, CEO 편지 등과 상향식 채널인 CEO 핫라인, 제안

제도, 청년이사회 등을 운영하고 있고 노사간 가치공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십을 향상시켜 노사간 분쟁예방활동을 강화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며 변화를 지향하는 기업

풍토를 조성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이끌어 궁

극적으로는 직원 모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신나는 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존중
한국서부발전은 직원이 만족하는 일하기 좋은 회사, 직원 충성도가 높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것임을 인식, 채용 

및 인력운영 제도가 공평하고, 구성원을 존중하며, 직원간 소통이 원활한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

한국서부발전의 전체 근로자는 1,725명이며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

원은 없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는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조합원

은 전체 근로자의 약 64%입니다. 발전 5사의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

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2001. 7. 24 설립되었으며 전체 근로자

의 13%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부발전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은 2011. 7. 5 설립되었으며 전체 근로자의 약 

51%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1. 3월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오픈숍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직원

은 입사 후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제24조)이 있고 회사의 휴·폐업, 분할, 

양도, 이전, 업종전환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 고용안정의 저하 및 신분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5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제44

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충처리제도 운영

한국서부발전은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본사와 전국 6개 사업소에 노사 각 1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고충처리위

원은 근로자의 고충을 접수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결과

를 통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인사이동 등에 대한 

30건의 고충처리를 접수받아 30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고충접수가 어려운 개인적 고충 해결을 위해 2009년부터는 생활상담

(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

인정보보호를 위해 제3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 채용

한국서부발전은 신입사원 채용 시 학력과 연령제한 등을 폐지함으로

써 당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채용을 통해 균등한 기

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방식에 있어서도 공개채용, 산학협

력채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형채용 등 다양한 취업의 문

을 열어놓고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영선진화 정책에 의

한 정원감축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채용인원은 

103명, 청년인턴 채용 288명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청년실업 해소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채용인원의 증감 추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연말 기준 현 인원 1,858 1,811 1,725

신규 채용인원 32 0 71

신규 채용인원 비율 1.7% 0 4.1%

청년인턴 채용인원 91 91 106

청년인턴 채용 비율 5.0% 5.0% 6.1%

기회균등의 인력운영

한국서부발전은 사규인 ‘취업규칙’에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은 균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시킴으로써 차별과 관련한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자 인권(73조)과 개인정보 보

호(74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75조),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76

조), 교육·배치·승진 등의 평등(77조)에 대해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

니다. 아울러 여성인력활용 중장기계획 시행을 통해 채용 및 승진에 있

어 여성에 대한 차별요소를 폐지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

니다. 신입사원 채용 시 여성채용 목표제를 운용하여 여성들에게 더 많

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승진 시에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2011년 말 기준 여성간부가 14명이 배출되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의 장애인 직원은 2011년도 말 기준으로 2.13%인 37

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장애인 채용기준인 3%를 조금 못 

미치는 수치이지만, 향후 이 비율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더욱 많

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최근 3년간 여직원 채용현황 

구 분
연말 기준
현 인원

채용인원
여성채용 비율

전체 여성

2011년 1,725 71 13 18%

2010년 1,811 0 0 0

2009년 1,858 32 11 34.4%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예방

인권보호

성희롱 예방 교육 및 모성보호

한국서부발전은 직장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예방지침서를 제작 배포하고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에 있어 여성들을 배려하기 위해 모성보

호 출산장려금, 임산부 모성보호 수당 지급, 사택 내 지정간호사 및 협

약병원 운영, 엄마와 함께하는 행복방 설치 등 여성들이 안정된 직장생

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위해서는 항상 근무자와 소속

부서장이 사전 합의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신입사원 모집 시 18세 미

만에 대한 연령제한을 실시하여 아동 노동에 대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기업문화

▲  갈등분쟁예방 프로그램▲ 사장경영방침 

성과평가와 보상시스템 확립

한국서부발전은 건전한 내부경쟁을 통해 경영목표 달성과 경영효율 

증진하기 위해 경영평가 규정에 따라 매년 직원들의 업무 기여정도를 

측정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금을 지급하고 있

습니다. 

 (단위 : 명)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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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직원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직원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직무별, 연차별 교육훈련체계를 확

립하였으며, 신입사원에서 퇴직준비에 이르기까지 년차별 인재육성 로드맵에 의거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 운영

구 분 명예퇴직 사 망 이 직 이직계 총인원 이직률

2011년 3 1 9 13 1,721 0.76

2010년 5 - 11 16 1,807 0.89

2009년 14 - 10 24 1,858 1.29

합계(평균) 22 1 30 53 5,386 0.94

◎ 이직 사유 및 비율 

년    도 2009년 2010년 2011년

총인원 수 1,858 1,807 1,721

구    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성
별

남 49 2.64 55 3.04 25 1.37

여 2 0.11 2 0.11 - -

계 51 2.74 57 3.15 25 1.37

연
령

30세 이하 - - 2 0.11 3 0.17

31~50세 10 0.54 7 0.39 8 0.46

51세 이상 41 2.21 48 2.66 14 0.81

계 51 2.74 57 3.15 25 1.45

◎ 성별, 연령별 퇴직직원 수 및 비율

◎ 향후 5년 이내 직군별 퇴직 예정 직원 수

구 분 사 무 기 술 기 능 청 경 계

2012년 2 18 8 1 29

2013년 6 16 11 3 36

2014년 5 25 5 4 39

2015년 8 28 6 2 44

2016년 8 33 9 2 52

합 계 29 120 39 12 200

한국서부발전은 퇴직준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퇴직 후 새로운 삶의 설

계를 지원함으로써 종업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

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IT활용, 건강관리, 지식정보, 전문 강좌 및 현

장체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

후 현재까지 다양한 직급에 걸쳐 총 38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구분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이하

합계

2011년 3 1 - - 4

2010년 - 3 3 2 8

2009년 4 - 1 1 6

2008년 1 4 2 - 7

2007년 4 3 3 3 13

합계 12 11 9 6 38

직원 역량개발

한국서부발전은 입사부터 퇴직까지 체계적인 상시학습을 통해 개인의 

역량개발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성과에 대해 공정한 평가 및 

보상을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여온 결과, 이직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높은 만족도에 의한 낮은 이직률 시현

한국서부발전은 회사비전 및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 인재상(글로벌, 도전, 전문, 협력인재)과 직무별 역

량모델(공통, 리더십, 직무역량)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

능경영을 위해 회사가 필요로 하는 33개 전문가 분야를 선정하

여 직무별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국서부발전의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종업원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 전문가로 성장하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 운영

한국서부발전은 성과지향적 인재개발을 위해 수립된 역량기반 교육훈

련체계를 통합관리시스템인 『두드림(Do Dream)』 으로 운영하고 있습

니다. 종업원 역량개발을 위해 2011년에는 국내외 총 1269개의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은 132시간 이었습니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간 교육인원(명) 8.979 8.096 8.891

일인당 교육횟수(회) 4.82 4.47 5.15

연간 교육비(억원) 44.6 46.4 54.6

인당 교육비(천원/년) 2.395 2.560 3.168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시간)

1직급 138.3 218.0 98.6

2직급 211.4 353.5 166.1

3직급 108.5 170.8 196.7

4직급 60.7 114.7 107.0

전체 129.7 133.7 131.7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퇴직준비 프로그램 운영

(단위 : 명/%, 임원 제외)

(단위 : 명/%, 임원 제외)

(단위 : 명/%, 임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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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영

·윤리경영

·고객만족

·안전 및 보건

한국서부발전은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한다’ 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World Best 3E Creator’의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정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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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한국서부발전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전력공급의 중책을 맡고 있는 공기업으로, 이에 걸맞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기 위해 항

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2002년 발전사 최초로 윤리경영을 도입하여 윤리경영체계 구축과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

을 위한 실천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기업윤리헌장인 ‘서부인의 신조’를 제정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서부인의 실천지침’과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제정하면서 윤리경영 실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5월 국내기업 중 5

번째로, 전력그룹사 최초로 UN 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부터는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직무상 청렴의무와 책임 위반 시 제재사항을 규정화하였습니다. 최근 반부

패 청렴에 대한 의식 제고와 강력한 청렴 요구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윤리경영 3C 체계에 기반한 ‘통합 윤리경영 실천 시스템’을 

2009년에 구축하여, 업무수행 포인트별로 비윤리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한국서부발전의 강

력한 윤리경영 추진 의지를 체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비전 및 로드맵

한국서부발전은 2007년에 회사 중장기 ‘비전 2020’수립 시 ‘존경받는 

기업 국내10위 달성’의 비전목표와 ‘사회적 책임이행’의 전략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윤리경영 이념을 비전체계에 포함하였고, 2008년에는 

비전목표 달성을 위한 윤리경영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

다. 특히, 2009년에 뉴비전 2020 수립 시, 비전2020 윤리경영 전략

과제 달성도를 피드백 하여 윤리경영 신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전사전

략과 윤리경영 전략을 긴밀히 연계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리경영 로드맵 

단계 정착
(2008~2010)

< 중   기 >

국내 윤리경영 모범기업

- 전력그룹사 윤리경영 1위 -

• 윤리경영시스템 선진화

• 자율실천 윤리문화 정착

• 윤리경영 추진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투명경영 실현

• 청렴 윤리문화 고도화

• 윤리경영 확산 선도

• 글로벌 윤리경영체제 강화

• 청렴 윤리문화 내재화

• 윤리브랜드 전파

< 장기 1단계 >

국내 윤리경영 선도기업

- 존경받는 기업 국내 20위 -

< 장기 2단계 >

글로벌 윤리 선진기업

- 존경받는 기업 국내 10위 -

도약
(2011~2015)

달성
(2016~2020)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윤리경영 실천시스템 구축

기업의 사회적 신뢰는 윤리경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하에 한국서

부발전은 반부패 청렴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일찍이 발전사 최초로 

윤리경영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윤리헌장인 서부인의 신조와 윤리

강령 실천지침을 공포하고 모든 직원이 회사의 제도적 방침 아래 행

동하고 있으며, 임원들의 경우 청렴계약제와 윤경포럼, CEO 윤리서

약 및 서약포부 발표 등을 통한 솔선수범으로 윤리경영 내실화에 앞

장서고 있습니다. 

◎ 윤리경영실천 규정  

윤리헌장 서부인의 신조     서부인의 기업윤리 이념 및 가치관 제시 

기업윤리
행동규범

서부인의 신조 실천지침 서부인의 신조 추구가치에 대한 윤리적 행동기준 제시

서부발전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윤리적 행동의 가이드라인, 비윤리적행위와 윤리적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명시

구분 기본 소양교육 리더 양성교육 실무자 교육 사이버 교육

목적
윤리경영 중요성 설명,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전파

비윤리적 업무관행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능력 향상 위한 리더 양성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변화관리자 
양성

전사적 윤리경영전파, 청렴윤리의식 
강화

교육
대상

전직원
(신입사원 포함)

3직급 이상 윤리경영담당자 전직원

교육
형태

순회교육
집합교육

위탁교육
집합교육

워크숍
위탁교육

On-line교육

◎ 윤리경영 교육 체계

청렴윤리 실천교육 시행

부패사고 방지에 필요한 내부직원의 의식 및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실천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 윤리경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하고, 사업소 순회 워크숍, 사업소장 교육, 전문가 초청특강, 경영

진의 경영현안 현장설명회, MV대화, 회의체를 활용한 CEO 윤리메시

지 등 전 직원에게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수시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 윤리경영실천 규정 

윤리경영
추진관

전사 윤리경영 계획과 실천 프로그램 구축, 운영하고 
이를 관리 감독

윤리경영
책임자

본사 처(실)·사업소의 윤리경영체계 구축,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

윤리경영
부서책임자

부서내의 윤리경영 활동을 감독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윤리경영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윤리경영
담당자

본사 처(실))·사업소의 윤리경영체계에 따라 
실천프로그램 운영, 실천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

이사회

감 사

CEO

윤리경영사무국

윤리경영책임자

윤리경영부서책임자

윤리문제조정협의체

윤리경영담당자

감사실

윤리수준 평가 및 피드백

한국서부발전은 윤리경영사무국과 감사실을 이용하여 준법 활동을 포

함한 윤리경영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기업을 

포함한 거래업체, 고객, 내부직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별 모니터

링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요소를 도출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윤

리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청렴도 조사 

이외에도 매년 모기업인 한전에서 시행하는 청렴도 조사를 통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 외부 청렴도 조사 결과는 조직별 평가에 반영되어 직원 인센티브

에 영향을 주게 되며, 부패 사례가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포상이나 해외연수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페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

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의 피드백은  윤리담당자 워크숍, 사업소 순회

교육 등을 통해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적용하고 있

습니다.

◎ 자체 청렴도 조사 현황

구 분 협력회사 윤리만족도 조사(CCM) 직원 윤리만족도 조사(CEM)

대 상 협력업체 담당자 내부직원

방 법 전화설문 우편설문

내 용 부패경험, 부패인식,행정제도, 윤리실천 윤리의식 수준, 윤리규정 준수, 윤리실천 활동

◎ 청렴도 평가 결과점수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한전 청렴도조사 9.91 9.73 9.91

자체 청렴도조사 99.3 96.9 99.3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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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신고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사내 전산망에 ‘사이버윤리상담 센터’를 개설하고 홍보책자를 통하여 

이를 전 직원에게 홍보하고 내부 신고자의 보상금 한도를 높이는 등 내

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신고시스템 활성화

◎ 사이버 윤리상담센터 운영

CEO와의 대화 서부인 CEO만 직접 열람가능, 내용 비공개(실명)

자율신고센터 서부인 외부로부터 수수한 금품 자발적 신고(실명)

신문고 서부인/외부인 비위사항 신고, 감사실 운영(실명)

윤리 Help-line 서부인/외부인 사내 비위사실 신고, 외부업체 운영(익명 보장)

부패통제 시스템 운영

한국서부발전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100% 전자입찰로 계약투

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상 품질보증, 

공급자 한정, 호환 불가능 등의 이유로 일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계약업무 직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서를,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청

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사전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

며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 조치한 건수는 없으나, 지

적사항은 2009년에 1건이 있었으며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전자입찰 및 공정계약 절차 운영

법규준수

한국서부발전은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정치자금법의 준수

그동안 광고와 관련된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왔으며, 이를 더욱 확실

히 준수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홍보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함으로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

반 건수가 없으며 고객의 개인정보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된 

불만사례는 없습니다.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법률 및 규제를 위반

하여 벌금을 부과 받은 건수는 없으며 또한 전기공급 과정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없습니다.

◎ 제품 및 서비스 공급

고객만족 경영

IT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회사의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

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은 내부 정보 및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국가정보원 및 지식경제부의 보안정책에 부합하는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업무 절차 및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정된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

의 보안적합성 인증을 받은 방화벽 등을 통하여 정보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 개인 정보 보호 및 고객 데이터 분

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이나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된 사례가 없었

습니다.

◎ 고객정보 보호 정책

◎ 고객만족경영 주요 활동 

고객 응대
·발전소 방문고객 및 협력업체에 발전소 이용의 편리성 제고 노력

·발전소 직원 친절응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사회적 책임이행

·발전소 주변지역 생산물 구매, 지역주민 고용기회 확대

·전력산업기반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사회공헌 활동 강화

공조체제 강화 및 사후관리

·사업소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고객접점 분야의 활동상황 점검 및 대책 강구

·지역 여론 주도층 및 주민 전력시설 견학

고객만족
안전과 보건의 보장은 근로자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한국서

부발전은 모든 작업이 안전과 보건의 기초 위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명

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예산, 인력, 

제도면 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안전보건경영시

스템을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서부발전 직원은 물론 협력업

체에게도 안전관리활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확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및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한국서부발전은 이미 지난 2003년 공공 발전부문 국내 최초로 전사

업소에 K-OHSMS/KOSHA 18001을 구축하였고, 2008년 공

간안전인증을 획득하여 소방방재설비 최적 운영 및 First-Safety 

Management를 실현하는 재난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존중 안전보건문화 구현을 안전 VISION으로 

매년 안전경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안전관리 업무 내실화

를 다지고 내부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 확보라는 기본 목표를 

넘어, 안전경영 정착을 통해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1년 한 해 동안 근무로 인

해 또는 근무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없었습니다.

Top-안전 글로벌경영시스템 운영

한국서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직원이 법적 안전교육을 이

수하고 있으며, 나아가 안전전문기관 위탁교육과 관리감독자 Cyber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의식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규에 따라 

회사 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 및 정비작업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을 통하여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자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구분 없이 관련된 작업자 모두에게 재해예

방을 위해 공정별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안발전본부와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의 안전체험장을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1년 

12월 현재까지 직원 468명과 도급업체 직원 1,563명이 안전체험교

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태안발전본부가 무재해 16배, 군산발

전처가 무재해 10배를 달성하는 등 전 사업소가 무재해 지속 달성을 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의식 향상 및 무재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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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안전

보건과 재해보상에 대해 회사의 의무사항,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권리

사항,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의 단체

협약에 따라 매분기 노사 각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

원회를 사업소별로 개최하고, 사업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해결되

지 않은 문제나 전사적인 사항은 다시 전사 노사협의회를 매분기 개최

합니다. 2010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산재예방계획, 근로자 안

전보건교육계획, 작업환경측정계획, 건강관리계획, 작업복 품질 개선 

및 석면관련 이행 등에 대해 합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서부

발전은 직원건강 증진을 위해 대형사업소인 태안, 평택, 서인천에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소에는 보건관리대행 위탁을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을 위해 전사 및 사업소별 명예산업안전감

독관을 선임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한국서부발전은 직원 및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재난으

로부터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

고자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그 밖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전력그룹사 합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대 발전사

고·전력수급 불안 및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

적인 대처를 위해 자체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의한 유형별 위기

대응체제를 정립하고 지진(지진해일)·태풍·호우·대설 관련 필수보

유 시나리오와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대형가상사고 시나리오를 보

유, 지속적인 모의훈련 및 유효성평가를 통해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배

양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제 확립

◎ 재난안전활동 실적

비상대응훈련 안전점검활동 안전체험교육

포괄적 건강·복지 증진제도 운영

한국서부발전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정기검진을 지원함으로써 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한전의료재단 병원인 한일병원과 협약을 맺고 전 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검진과 격년으로 혈액정밀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교대근무자를 포함한 발전부 근

무자, 화학·환경·기계·계측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

건강검진 외에 추가로 특수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사

원 또는 발령으로 인해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새로 배치되는 직원들

에 대해서도 배치 전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국내 최초의 기업의료복지몰 운영업체와 협약을 맺

고 임직원과 가족의 의료비 할인과 후불 또는 분할납부 등의 의료혜택

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사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WHP(Workplace 

Health Promotion) 활동을 통하여 직원 및 가족 건강증진 프로그램

을 발굴·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 건강관리실과 사택 내 간호

사 상주, 사업소별 협약병원 운영 등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원 및 가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한국서부발전은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세전 순이익의 2% 

이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 재원으로 경조사 지

원, 유아자녀교육비 및 대학생자녀의 학자금 지원, 질병·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직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임직원 자녀 2명에게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등 등록금 전액을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임직

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사회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체

재해보상금을 지원하여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의 주된 사업장은 태안, 평택 등 해안가의 낙후지역에 위

치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주

거안정을 위하여 각 사업소는 근무 직원의 80% 수준에서 사택을 확보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주거안정 지원

◎ 포괄적 건강·복지 프로그램

구 분 제도내용

건강검진

 (일반검진) 시력,청력,혈압,콜레스트롤, 흉부방사선

 (특수검진) 유해인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 소음, 
 화학물,유기용제별 특정검사 실시

 (혈액정밀검진) 일반건강검진 + 갑상선,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기업의료복지몰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학 등 비보험분야 의료 할인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조금, 유아자녀교육비, 대학생자녀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자녀교육  중고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회보장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체재해보상금 지원

주거안정  사택, 독신자숙소, 주택자금, 전세자금 등 운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태안발전본부

0% 0% 0%
평택발전본부

서인천발전본부

군산발전처

동종업종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0.22% 0.06% 0.07%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 최근 3년간 휴업도수율4)

※ 산업재해율 = 재해자 수 / 근로자 수 X 100                         ※ 자료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간근로시간(시간) 4,679,976 4,583,888 5,028,688

재해발생건수 0건 0건 0건

휴업도수율 0 0 0

4)  휴업도수율 = 기업의 연간근로시간 동안의 재해 발생건수를 100만인시 
(Man-Hour)를 기준으로 비율화한 것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표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100만인시를 사용하였으나, GRI에서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20만인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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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운영

·신규사업 개발

·연구개발

·경영혁신

·재무건전성

한국서부발전은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한다’ 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World Best 3E Creator’의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혁신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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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운영
전력은 현대산업 및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저장이나 재생이 불가능하고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

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대규모 시설과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자본집약형 국가기반산업인 전력에 대한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설비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 증진 및 발전원가 절감에 만전

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최적의 경영자원 배분·활용, 6시그마 경영혁신 기법

을 활용한 발전운영 시스템 개선 및 연소기술 개발을 통하여 발전설비 

열효율*에 있어 41.98%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발전사(’10) 평균 40.83%대비 1.15%p 높으며, 미국(’

08) 34.1%, 대만(’09) 37.5%과의 비교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

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

급하기 위해 발전설비의 비정상 운전상황에서 고장원인 및 대처방안을 

온라인으로 즉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설비고

장,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별 관련규정과 비상대비 훈련프로그

램을 갖춰 안정적인 설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관

련해서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시스템

을 완비하여 정상유무를 24시간 감시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최상의 설비

상태를 유지하고 전력계통에 의한 파급사고 시에는 발전기가 안정적으로 

정지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완비하여 고장복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아울러,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발전운영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국 EPRI(미국 전력연구원) 전문가를 활용한 설비진단 및 기술교류로 

설비의 성능향상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본에 충실한 예방보전체계 확

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상태를 유지하여 값 싸고 품질 좋은 전력을 안정

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비운영 시스템

한국서부발전은 2011년 기준으로 국내 발전설비의 10.6%(8,404 

MW), 발전량의 11.1% (54,815GWh)를 담당하고 있으며, 발전설

비는 2001년 6,846MW에서 2011년 8,404MW로 22.8% 증가하

였으며, 발전량은 2001년 25,965GWh에서 2011년 54,815GWh

로 111%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설비 운영

운영성과

※ 11.1.1 일부 양수설비(1,200 MW) 한수원 이관으로 설비용량 8,404 MW(10.7%담당)

◎ 발전설비 및 발전량 변화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발전설비 6,846 7,346 7,346 7,280 7,280 7,880 8,884 8,885 8,885 9,604 8,404

발전량 25,965 37,457 38,430 37,783 37,729 38,447 48,728 46,955 45,728 53,033 54,815

경제성장률 3.8% 7.0% 3.1% 4.7% 4.2% 5.0% 5.0% 2.8% 0.2% 6.1% 3.8%

한국서부발전은 향후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체제 구축, 화석

에너지 의존도 감축이 불가피 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전원

개발을 위하여 고효율인 태안 9,10호기, 가로림조력, 석탄가스화복합

발전 등 2,825㎿의 발전설비를 확충·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전 설비건설 계획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건설의향서 기준

구 분 발전소명 준공(예정)일 사용연료 설비용량(MW) 비고

계 획

 가로림조력 2015.12 - 520

 태안 IGCC 2015.12 유연탄 300 대한민국 최초

태안화력#9 2016.6 유연탄 1,000

태안화력#10 2016.12 유연탄 1,000

세종시 태양광 2011.12 - 5

계 2,825

◎ 건설(예정)중인 설비

◎ 고장건수 및 열효율

년  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고장건수 1 3 0 4 5 2

평균고장시간 7:01 3:19 0 3:16 5:10 11:42

열효율 41.12 41.26 41.28 40.73 41.71 41.98

◎ 설비 이용률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태안화력 90.12 92.87 93.45 94.41 93.04 93.60

평택화력 39.68 44.96 15.73 29.71 25.65 27.50

평택복합 12.00 21.93 21.71 11.66 35.51 46.92

서인천복합 55.99 69.84 65.91 48.12 75.36 80.51

군산복합 71.38 90.12

삼랑진양수 6.37 4.15 6.83 7.26 5.67 -

청송양수 4.90 5.88 9.16 10.13 11.56 -

태안소수력 16.61 20.30 25.10 22.43 19.57

태안태양광 12.11 11.15 12.36 12.15 11.02 14.24

삼랑진태양광 12.71 14.78 14.52 14.18 15.56

군산태양광 13.86 15.12

서부발전 계 59.29 63.69 60.16 58.75 64.62 76.77

* 열효율 : 열사이클에 공급된 열에너지에 대한 일로 전환되는 에너지 비율

** 출처 [ 2010년 KEPCO in Brief (‘10.12.31, 한국전력공사 발간) ]

 - 산출식 = × 100 (%)
발전량(kWh) × 860 (kcal/kWh) 

연료사용량(kg,ℓ)×발열량(kcal/kg,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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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개발
한국서부발전은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아시아 Major IPP 업체로의 도약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사업개발 전략과 우수한 설비운

영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개발 기회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국내발전 전후방 연관사업 다각화 등의 비즈니스 모델

을 개발해 통해 국가 전력수요 증가세 둔화라는 환경제약을 극복하고 사업 분야를 확장함으로써 수익창출기회를 확대하여 가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한국서부발전은 사우디 라빅 중유화력 운영 사업을 2009년 3월에 수

주하고 현지에 O&M회사를 설립 후 주기기제작 및 발전소 건설 기술 

감리 역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차이나 반도 라오스에 

390MW급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필리핀 카난 150㎿ 수력발전사업 

및 인도네시아에 200MW급 석탄화력 발전사업 개발을 추진하는 등 미

래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사업

한국서부발전의 주요 사용 연료인 유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호주 

물라벤 광산 지분 5%를 한전 및 타 발전사와 공동으로 인수하였으며, 

방글라데시 및 인도네시아의 광산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신

규 투자수익 창출의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예정입니다. 

청라·김포 집단에너지 사업 

한국서부발전(주)은 인천 청라 및 김포 집단에너지 공급자로서 서인천복합

화력의 폐열을 활용하여 향후 약 9만 세대에 최대 923 Gcal/h의 열을 공급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서부발전

(주)의 집단에너지 진출에 기반이 된  사업으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집단에너지 사업 

평택화력의 가동률을 높이고 정부의 집단에너지 공급확대에 부응한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절감 기여 일환으로 향후 평택화력의 배열을 활용하여 열공급

을 시행하는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 국제화지구는 향후 약 5만4천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에 최초로 열공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안화력 9,10호기

태안화력 9,10호기 건설사업은 기존의 500MW급 유연탄 화력설비인 1~8

호기의 2배에 달하는 단위용량 1,050MW급 발전설비를 2기 건설하는 사업

입니다. 대용량 고효율 설비로서, 우리 나라의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택복합 2단계

기존 철구형 변전소를 이전한 부지에 건설되는 900MW급 최신예 가스복

합 설비로서, 특히 ’13년 6월에 가스터빈을 조기 준공시킴으로써 ’13년 

하계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설비입니다. ’14년에 최종 준공이 완

료되면, 기저설비에 준하는 이용률과 수급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신규사업 개발

해외 신규사업 개발

국내사업 개발현황

단 계 사업운영중 사업확정 사업개발중 신규추진 계

건 수 1건 6건 2건 6건 15건

사업운영중

사업확정

사업개발중

신규추진

사우디 라빅 O&M(1,204MW)

사 업 운 영 중

필리핀 하이브리드(30MW)

사 업 확 정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390MW)

인니 따깔라 석탄(200MW)

필리핀 카난 수력(150MW)

인도 마하라쉬트라 가스복합(388MW)

인니 깔리만탄 해상터미널(800만톤)

라오스후웨이포 수력(5MW)

나이지리아 엑빈 O&M(1,320MW)

사 업 개 발 중

신 규 추 진  중  

필리핀레돈도 풍력(50MW)

러시아  열병합 발전소(MW)

인니 꾸알라 딴중 발전사업(250MW)

몽골 제 5열병합 발전사업(450MW)

라오스 세콩 4.5, 남콩1 수력
(Regional Oil프로젝트, 792MW)

인니 MM IPP 발전사업

단 계 사업운영중 사업확정 사업개발중 계

건 수 2건 7건 3건 12건

사업운영중

사업확정

사업개발중

청라·김포 집단에너지(1,232Gcal/h)

한국형 IGCC 실증플랜트 건설(380MW)

사 업 운 영 중

가로림 조력(520㎿)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집단에너지(445cal/h)

세종시 및 태안본부 태양광(5.55㎿) 

동두천 복합(1,880㎿)

태안화력 9,10호기(2,100㎿)

화순 풍력(20㎿)

신평택복합(900MW)

사 업 확 정

장흥 풍력(20㎿)

영암 태양광(12MW)

경기도 태양광(수원,안산,양평)(3.7MW)

사 업 개 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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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한국서부발전은 국내외 발전기술 선도를 위해 핵심기술개발과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기술 개발의 증대 및 투자확대에 주

력하고 있습니다.회사 창립이후 2009년 까지 연구개발 추진실적으로는 177건(완료 : 130건, 진행 : 47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으

며, 2009년에는 65개 과제(신규과제 15건, 계속과제 50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R&D 투자비는 약1,595억원

을 투자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전년대비 587억원 증가한 906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속적 성과 창출을 통해 회사목표와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전사적으로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별 혁신목표는 재무, 비재무적 관점에서 균형적 성과지표(BSC)를 통해 부여하고 구성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과

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과제 추진방법은 6시그마 및 품질분임조, 제안활동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과제추진 성과

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러한 혁신활동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선

순환 혁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BSC 핵심지표·목표 설정

대내·외 경영환경의 분석을 통해 중장기 경영목표 및 실행전략을 설

정하고 해당 연도 경영목표 및 전략과제, 핵심측정지표(KPI)를 구체화

하고 전사, 처(실) 및 사업소, 팀(부) 단위로 하향 전개하여 단위조직별 

혁신지표와 목표를 체계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

사적으로 수익관점에서 목표수익 1,900억원 달성과 지속성장관점에

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현안과제해결을 혁신목표로 선정하였습니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혁신과제를 도출하여 6시그마 등 실행에 

적합한 추진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시그마 개선활동 및 성과

한국서부발전은 경영층 및 관리자가 중심이 되는 Top-down식 개선

활동인 6시그마를 2004년부터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346

건을 완료하였으며, 재무적 성과로는 4,51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선전문가의 지속적 양성을 위해 2007년부터는 1,2직급 승진 

시 6시그마 GB인증을 필수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인사제도와의 연

계를 통해 강화하고 있습니다.

품질분임조 개선활동 및 성과

1970년대에 도입한 품질분임조 활동은 담당업무, 설비등 현장개선 위

주의 전원참여형 Bottom-Up 활동으로 6시그마 혁신활동과 연계하

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 (Click & Suggest Now) 및 성과

기존의 제안제도를 개선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안의 대상을 

획기적 아이디어 중심에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실시

간 제안제출 및 심사가 가능하도록 쉽고, 빠르고, 편리한 Web기반 신

제안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제안참여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혁신활동 평가 및 성과보상

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은 2005년 12월 종합성과보상규정

을 제정하여 개선활동별 다양하던 보상체계를 통합·일원화 하였습니

다. 또한 재무분석전문가(FEA)를 통해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를 함

으로써 성과보상에 대한 불만을 제거하였습니다. 올바른 평가·보상을 

통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활동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장려하

고 있습니다.

◎ 주요 기술개발 ◎ 기술이전 실적 건수

◎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특  허 0 2 17 11 12 3 9 8 62

실용신안 11 6 7 1 6 2 6 9 48

디자인, 상표 6 1 0 0 2 2 - - 11

합  계 17 9 24 12 20 7 15 17 121

구   분 분사이전

신재생에너지

 · CCT(Clean Coal Technology)기술확보 
 -  한국형 300WM급 IGCC 실증플랜트  

 설계기술 자립 및 건설

 ·  신재생에너지 및 신발전기술 
 -  250KW급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  

 기술 개발

원가절감 및 
신뢰성 확보

  · 설비운영 및 최적화 기술개발 
 - 1350℃급 가스터빈 고온부품 국산화

 ·  I&C System 신기술 개발 
- 화력발전소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미래환경 
기술개발

 ·  CO 2 포집 및 저장기술
   - CO 2 고효율 흡수제 개발 및 흡수기술 실증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한국서부발전은 특허 등 무형 지식자산인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보유한 특

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은 총 170건이며, 이중 분사 이후에 

확보한 산업재산권은 90건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정책 일환으로 현재 23개 기업 45건의 산업

재산권을 기술 이전하였으며, 이중 3건은 유상, 42건은 무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산업재산권

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보유기술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연구개발 투자현황 및 비율

2009

38,172

370

0.97%

47,667

52,000

319

906

1.74%

0.67%

2010 2011

매출 R&D투자 투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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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개선팀
(196과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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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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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개선적용

사후관리

재무성과

FEA검증

종합성과

보상

혁신재몰입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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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활동 전개

·분기 전사위험관리위원회 개최

·위기징후 포착(Red구간)

·위기경감 대책수립

Appendix
중장기 재무건전성 향상대책 추진

발전소 건설 투자비 집중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

를 위해 선제적 위험 대응, 적기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을 2011년

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선제적 위험관리로 영업이익 30억원 

증가와 환차손 15억원을 축소하였습니다. 적기 자금조달 과제를 통해 

원화와 외화 조달비중을 6:4로 조정하고, 부채 만기구조 장기화, 저리 

조달을 통한 금융비용 36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으로

는 중장기 부채비율  200%미만 유지를 위해 원가절감, 사업조정, 투

자비절감, 자산매각을 4대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연도별 개선대책과 

목표금액을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저가탄 혼소를 통

해 연료비를 155억원 절감하였고, 발전소 건설 설계 최적화로 1,490

억원을, 유휴자산 매각으로 41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2012년~2016년에 집중되는 투자비와 부채비율 상

승에 대비하여 재무건전성 향상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재무 

안전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신용등급 정부와 동일

한국서부발전은 안정적 현금흐름 창출 능력과 견실한 재무구조를 인정받

아 Moody’s로부터 A1, S&P로부터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동일등급이며, 원리금 상환 능력이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습

니다.

• 검증보고서

• 재무성과 요약

• 환경성과 요약

• GRI 인덱스

• 용어설명

• 수상내역 및 가입단체

• 서부인의 신조

• 독자의견청취서

중점 관리분야 선정

·Stretch Goal 달성 

·환경변화 대응 

·신규사업 강화

시나리오 설정

·중점분야  9개 부문  목표 관리

·투자, 연료, 외환 환경 대응  

·신규사업 수익률 확보

위험지표 계량관리

·목표대비 90%미만 : Red

·95%~90% : Yellow  

·95%초과 : Green

2009

879

2,201

448

2010 2011

◎ 당기순이익 추이

2009

90.4%

65.8%

80.0%

2010 2011

◎ 부채비율

2009

<Mody's>

<S&P>

A2

A

A1

A A

A1

2009

2010

2010

2011

2011

◎ 신용등급 추이

한국서부발전은 2008년 유가 급등 등 글로벌 경영환경 급변으로 적자실적을 경험한 바 있습 니다. 이에 따라, 분야별 리스크 관리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2009년에 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2010년에는 리스크 관리에 시나리오 경영기법을 도

입하였습니다. 시나리오 경영기법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 플랜을 수립하여 위기 발생시 최적 대응을 시행하는 

리스크 관리 방식입니다. 

재무건전성

(10년도부터는 IFRS 적용)

(10년도부터는 IFRS 적용)

(10년도부터는 IFRS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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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증인은 서부발전㈜(이하 “서부발전”)로부터 서부발전 2012 지속가능보고서(이하 “보고서”)의 정보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았

습니다. 이해관계자 및 중대한 이슈 규명을 포함하는 보고서 작성책임은 서부발전에 있으며, 본 검증인의 책임은 보고서에 대한 의

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검증보고서

본 검증은 아래와 같이 제한적 검증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1. 서부발전의“AA1000 Account Ability Principles Standard(2008)”적용 여부 

2. ‘About This Report’에 있는 보고 원칙에 의거하여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가 중대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기술되었는지 여부

본 검증업무의 범위는 신뢰성 측면을 포함한 Account Ability사의 AA1000AS(2008)에서 제시한 Type 2 검증 업무의 요건을 준수하였습니

다. 보고서에 수록된 재무자료(12~13페이지)는 서부발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적절히 추출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서부발전의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감사된 2010년 12월 31일자 기준의 서부발전의 재무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및 범위

•  질문과 분석적 검토를 기본으로 검증 대상 데이터의 산출 및 수집에 있어서 전사차원에서의 내부 문서, 인트라넷 원천에 대한 제한된 검토

•  12~1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재무데이터에 대해 서부발전의 2010년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적절히 추출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본 검증인은 검토 과정에 서부발전과 보고서 수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발견 사항에 대한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AA1000APS 적용 부문

•포괄성 -  서부발전은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를 통해 환경, 투자자, 사회, 파트너사, 직원, 고객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 언급된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에 배제된 중대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중대성 –  서부발전은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성 평가 결과는 서부발전 내부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외부로부터 검토를 받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서 누락된 중대한 지속가능성 성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응성 - 서부발전은 선정된 이슈와 관련된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 언급된 중대성 이슈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이해관계자의 관심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정보 부문

상기 수행업무에 의거하여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는 중대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게 기술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검증 결과 및 의견

다음은 본 검증인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검증과정에서 차후 향상된 서부발전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 서부발전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기업윤리, 사회공헌, 환경경영 등 체계적인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서부발전의 글로벌경영의 진전에 따라 해외 사

업장에서도 필요합니다. 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외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가능경영활동을 체계화

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부발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활동이 회사의 포괄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 지속가능경영의 범위를  서부발전과 협력회사로 확대하고, 공급사슬관련 지속가능경영 이슈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 검증인은 서부발전 경영진과 계약 범위 이외의 보고 프로세스 및 보고서 관련 관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서부발전은 이에 대한 본 

검증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 :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issued by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 AA1000 Assurance Standard(2008), issued by Account Ability

서울, 2012년 2월 

삼정KPMG Advisory Inc.

특기 사항

서부발전은 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세가지 원칙으로 구성된 AA1000APS(2008)에서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서부발전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G3)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

본 검증인은 결론 도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하였습니다.

• 서부발전의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결과에 대한 평가

•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관리 및 보고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 검토를 위한 사업장 방문

•  서부발전의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중대성 이슈선정을 위한 프로세스 평가

•  보고 기간 중 서부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언급된 언론 및 인터넷 자료 조사

•  보고 기간에 해당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서부발전 관련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 보고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검토

기준수행 업무

본 검증인은 IFAC(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의 윤리헌장을 준수하며, 보고서 작성 업무를 포함한 독립적인 검증 활동과 

의견표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타 업무수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헌장은 검증수행인의 정직성, 객관성, 전문성, 적정한 주의, 비밀 준수 

및 전문가적 행동의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KPMG는 독립성 문제발생 예방 및 윤리헌장 준수 모니터링에 관한 적절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보

유하고 있습니다. 

본 검증인은 이해관계자 참여 및 경제/환경/사회 측면에서의 전문 역량과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 다년간 검증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증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준독립성, 공정성 및 역량

본 검증인은 ISAE 30001과 AA1000AS2 에 근거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ISAE 3000의 제한적 검증은 AA1000AS(2008)에서 정의

된 검증의 중간수준(Moderate level)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표준들은 검증인의 독립성과 적격성에 대한 요건을 포함합니다. 

검증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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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 2010 2011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8,428 8,319 11,450 

비유동자산 36,388 45,375 41,056 

자산총계 44,816 53,694 52,506 

유동부채 9,562 7,726 9,367 

비유동부채 11,711 13,582 13,973 

부채총계 21,273 21,308 23,340 

자본금 1,760 1,760 1,589 

자본잉여금 12,666 12,666 9,924 

미처분이익잉여금 879 9,225 7,177 

자본총계 23,543 32,386 29,166 

부채와자본총계 44,816 53,694 52,506 

손익계산서

매출액 38,172 47,667 52,045 

매출원가 36,812 44,291 50,273 

매출총이익 1,360 3,376  1,772 

판매비와관리비 320 374 523 

영업이익 1,100 3,147 1,258 

금융수익 1,292 653 263 

금융비용 1,263 953 82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129 2,847 700 

법인세비용 250 646 252 

당기순이익 879 2,201 448 

재무성과 요약
◎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구 분 2009 2010 2011

성장성

자산증가율(%) 6.7% -0.1% -2.2%

매출액증가율(%) 3.2% 24.9% 9.2%

당기순이익증가율(%) 185.0% 150.4% -79.6%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2.9% 6.6% 2.4%

매출액순이익률(%) 2.3% 4.6% 0.9%

총자산순이익률(ROA,%) 2.0% 4.1% 0.8%

자기자본순이익률(ROE,%) 3.8% 7.0% 1.5%

안정성

부채비율(%) 90.4% 65.8% 80.0%

유동비율(%) 88.1% 107.7% 122.2%

당좌비율(%) 63.6% 88.1% 92.9%

활동성

총자산회전율(회) 0.9           0.9 1.0 

자기자본회전율(회) 1.7 1.5  1.7  

재고자산회전율(회) 13.4 27.0  23.6

매출채권회전율(회) 10.9 11.5 10.6

◎ 재무지표

  (단위 : 억원)

(’10년도부터는 IFRS 적용)

(’10년도부터는 IFRS 적용)

◎ 연도별 열효율 

2009 2010 2011

40.73 41.71 41.46

◎ 환경 성과지표

분  야 지  표 목표(2020) 성과(2011) 2020목표대비

기후변화 CO2 (g-CO2 eq/kWh) 700 703 100

대기분야

SOx (g-SOx/kWh) 0.21 0.231 91

NOx (g-NOx/kWh) 0.24 0.451 53

TSP (g-TSP/kWh) 0.02 0.015 133

수질분야
화학약품사용(g/kWh) 0.30 0.238 126

배수 재이용율(%) 80 41 51

자원재활용
석탄회 재활용율(%) 90 83 92

탈황석고 재활용율(%) 100 100 100

◎ 연도별 발전현황

사업소 2009 2010 2011

태안화력 33,083 32,601 33,725

평택기력 3,644 3,146 2,609

평택복합 490 1,493 1,473

서인천복합 7,587 11,883 11,986

군산복합 - 2,996 5,012

신재생 9 8 8

계 45,719 53,033 54,815

  (단위 : GWh)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직접에너지

유 연 탄 277,222 295,955 298,184 293,993 310,604 

중    유 51,395 18,256 33,660 29,693 20,691 

경 등 유 338 174 165 205 258 

가    스 90,941 87,464 63,216 125,007 143,681 

소    계 419,896 401,850 395,224 448,898 475,235 

간접에너지 구입전력 1,291 1,120 1,018 1,212 1,178 

계 421,187   402,969 396,243 450,111  476,413 

◎ 1차 에너지 소비량*

  (단위 : TJ*)

◎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구  분 2009 2010 2011

간접에너지 연소 및 공정배출 33,106 35,463 38,452

간 접 배 출 구입전력 53 63 61

계 33,159 35,525 38,513

  (단위 : 천톤-CO2eg)

환경성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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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kWh)

◎ 연도별 수질 오염물질 배출현황

연  도
폐   수
방류량
(톤)

배출량(Kg) 원단위배출량(Mg/MWh)

COD SS T-N T-P COD SS T-N T-P

2009 619,867 2,374 1,318 1,330 12 52.99 29.42 29.67 0.26

2010 1,010,092 4,640 1,322 3,906 55 89.0 25.4 74.9 1.1

2011 775,269 6,634 1,027 2,747 11 121.0 18.7 50.1 0.2

연  도 태  안 평  택 서인천 삼랑진 청  송 군산 계

2008 2.58 8.78 0.21 0.22 0.39 - 2.50

2009 2.39 7.44 0.42 0.74 0.45 - 2.48

2010 2.57 5.76 0.25 1.38 0.93 2.21

◎ 연도별 대기 오염물질 배출현황

연  도

배출량(톤) 원단위(g/kWh)

SOx NOx TSP SOx NOx TSP

2009 11,739 19,920 728 0.257 0.436 0.016

2010 10,794 22,382 714 0.204 0.422 0.013

2011 12,684 24,707 835 0.231 0.451 0.015

◎ 연도별 환경원가 추이

*환경원가 = (환경운영비 + 연구개발비) ÷ 총발전량

* ’11년도 환경원가 수치는 ’12년도 보고서에 수록

연  도 발생량(천톤) 재활용량(천톤) 재활용률(%)

2009 8.8 1.2 13.6

2010 6.4 1.7 26.6

2011 30.6 7.6 24.7

◎ 연도별 폐기물 발생현황

연  도 태  안 평  택 서인천 군산

2009 4,750 1,331 336 -

2010 4,743 1,635 435 312

2011 5,381 1,476 397 185

◎ 발전용수 사용량
  (단위 : 천톤)

복수기 입출구 온도차 기준

환경회계시스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과감한 설비투자를 통하여 한국서부발전

은 환경투자, 운영비용, 원가산출을 위한 환경회계시스템을 2006년부

터 가동하였습니다. 본시스템은 에너지회수나 부산물 자원화 등으로 얻

어지는 환경효익을 비용과 동시에 분석하여 친환경경영 등 효율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분 사용량 (백만톤)

2009

사용량 4,882

온도
(℃)

취 수 13.6

배 수 23.0

차 9.4

2010

사용량 5,407

온도
(℃)

취 수 14.5

배 수 23.6

차 9.1

2011

사용량 4,760

온도
(℃)

취 수 13.1

배 수 22.3

차 9.2

◎ 연도별 냉각수 사용현황

GRI Index Chart
구분 지표번호 지표내용 페이지 UNGC조항

전략및
분석

1.1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보고조직 및 전략과 지속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힌 선언문 3

1.2 주요영향, 리스크, 기회에대한설명 4

조직
프로필

2.1 조직명 5

2.2 대표브랜드, 제품및 또는 서비스 5

2.3 조직의 운영구조 5

2.4 본사/본부 위치 4

2.5 해외사업장의 위치 및 국가수, # 주요사업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이슈사항과 구체적 연관성을 가진 국가명 6

2.6 소유구조 특성 및 법적형태 7

2.7 활동시장 형태 5

2.8 보고 조직의 규모 5

2.9 보고 기간동안의 규모, 구조, 소유구조상의 중대한 변화 5

2.10 보고 기간동안의 수상내역 86

보고서
프로필

3.1 보고 기간 2

3.2 최근 보고서의 발간일자 2

3.3 보고 주기 2

3.4 보고서 및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처 2

3.5 보고 내용 정의/결정을 위한 프로세스 24

3.6 보고 범위 2

3.7 보고 범위 및 경계에 대한 구체적 제한 사항 2

3.8 합작회사, 자회사, 외주운영사 등 기간별 및 또는 조직간의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고 기준 해당사항없음

3.9 성과지표 등 기타 정보수집 과정에서 적용된 예측을 뒷받침하는 가정과 기법을 포함한 데이터 측정기법 및 계산기준 2

3.10 이전보고서에서 제시한 정보의 재기술 결과 및 사유 해당사항없음

3.11 이전 보고 기간대비 범위, 경계, 측정방법의 변경 사항 2

3.12 보고서내의 표준공시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80

3.13 보고서의 외부검증에 대한 정책 및 현재 관행 2

경영
시스템

4.1 조직의 지배구조 14 원칙 1~10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 여부(임원인 경우 경영진내에서의 역할과 의장에 임명된 이유도 명시) 14 원칙 1~10

4.3 이사회가 일원화된 조직의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또는 임원이 아닌 구성원의 수 명시 14 원칙 1~10

4.4 주주와 직원들이 이사회에 조언을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메커니즘 16 원칙 1~10

4.5 이사회 구성원, 고위관리자, 임원들에 대한 보상과 조직의 성과간의 관계 16 원칙 1~10

4.6 이사회내 이해관계상의 충돌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14 원칙 1~10

4.7 경제/환경/사회 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및 전문성 기준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해당사항없음 원칙 1~10

4.8 경제/환경/사회 성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마련한 미션/핵심가치 진술문, 행동강령 및 원칙 87 원칙 1~10

4.9 이사회가 경제/환경/사회성과 파악 및 관리를 관장하는 절차 (관련 위험요소 및 기회,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행동강령 및 원칙 준수 포함) 14 원칙 1~10

4.10 이사회 자체성과, 특히 경제/환경/사회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17 원칙 1~10

4.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방식에 대한 설명 14 원칙 7

4.12 경제/환경/사회헌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86 원칙 1~10

4.13 협회 및 국가별/국제적 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86 원칙 1~10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9

4.15 참여한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기준 19,20

4.16 참여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방식 현황 19 원칙 1~10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주요주제와 관심사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 24,25 원칙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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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번호 지표내용 페이지 UNGC조항

경제
성과지표

경영방식 공시 21

EC1 직접적인 경제적가치 창출 및 배분 12,13

EC2 기후변화에 대한 재무적인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기회 및 리스크 29 원칙 7

EC3 연금혜택 계획에 의한 조직의 보상범위 56,57

EC4 정부보조금 수혜실적 13 원칙1

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 법정최저 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비율 해당사항없음

EC6 주요사업장의 현지인 고용절차 및 고위관리자 비율 45

EC7 소유구조 특성 및 법적형태 45 원칙 6

EC8 공익을 위한 인프라투자 및 서비스지원 활동과 효과 46,47,48,49

EC9 간접경제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45

환경
성과지표

경영방식 공시 29 원칙 7~9

EN1 무게 또는 부피기준 원료사용량 33 원칙 8

EN2 사용되는 원료중 재활용되는 비율 35,36 원칙 8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에너지 소비량 30,76 원칙 8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에너지 소비량 30,76 원칙 8, 9

EN5 절약 및 효율향상으로 절감된 총에너지량 31 원칙 8, 9

EN6
에너지 효율적인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및 
이러한 이니셔티브 결과로써 나타나는 에너지 감축량

31 원칙 8, 9

EN7 간접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 및 성과 31 원칙 8

EN8 공급원별 총취수량 35 원칙 8

EN9 취수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35 원칙 8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35 원칙 8

EN11 생태계보호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있는 소유, 임대, 관리토지 위치 및 크기 37

EN12 생태계보호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의 기업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 야기되는 중요한영향 37 원칙 7, 8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38

EN14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 현행 관행 및 향후 계획 37,38

EN15 사업영향지역내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중 멸종위기 동식물 명단에 올라가 있는 종의 수 38

EN16 직, 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30 원칙 8

EN17 기타 간접온실가스 배출량 30 원칙 8

EN18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이니셔티브 및 성과 31,32 원칙 8, 9

EN19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량 38 원칙 8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4 원칙 8

EN21 최종 배출지별 총폐수 배출량 및 수질 77 원칙 8

EN22 형태 및 처리 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36 원칙 8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건수 및 유출량 36,37 원칙 8

EN24 바젤협약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정된 유독성폐기물의 운송, 반입, 반출, 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36,37 원칙 8

EN25 보고조직의 폐수방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35 원칙 8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와 영향 감소의 정도 37,38 원칙 8

EN27 제품 카테고리별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해당사항없음

EN28 환경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32,33 원칙 8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으로 인한 중대한 환경영향 37 원칙 8, 9

EN30 유형별 총환경 보호지출 및 투자금액 39 원칙 8, 9

구분 지표번호 지표내용 페이지 UNGC조항

노동
성과지표

경영방식 공시 - 원칙 1, 3 ,6

LA1 고용유형, 고용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54

LA2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이직 건수 및 비율 56

LA3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주사업장별) 55 원칙 6

LA4 단체교섭 적용대상 직원 비율 55 원칙 1, 3 

LA5 조직운영의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한 최소 통지기간, 단체 협약에 이의 명시 여부 55 원칙 3

LA6 보건과 안전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자문에 도움을 주는 공식적인 노사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종업원 비율 64 원칙 1

LA7 지역별부상, 직업병, 손실일수, 결근 및 업무관련 재해건수 64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하여 직원 및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관리프로그램 65

LA9 노동조합과 정식 협약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65 원칙 1

LA10 종업원 직급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57

LA11 기술관리와 직원들의 지속적인 고용가능성을 지원하고 퇴직관리를 돕는 평생교육프로그램 57

LA12 정기적으로 성과 및 경력개발 평가를 받는 직원비율 57

LA13 이사회및 직원의 구성현황(성, 연령, 소수계층 등 다양성 지표기준) 54

LA14 종업원 카테고리별 남녀직원간의 기본 임금비율 해당사항없음 원칙 6

인권
성과지표

경영방식 공시 60 원칙 1~6

HR1 인권보호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협약 건수 및 비율 60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에 대한 인권심사 비율 62

HR3 교육 이수직원 비율을 포함하여 업무와 관련된 인권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교육시간 55 원칙 1~6

HR4 총차별사고건수 및 관련조치 55 원칙 1, 2, 6

HR5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사업장(업무분야) 및 해당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조치 55 원칙 1~3

HR6 아동노동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업무분야) 및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55 원칙 5

HR7 강제노동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업무분야)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55 원칙 1, 2, 4

HR8 업무와 관련한 인권정책 및 절차교육을 이수한 보안담당자 비율 -

HR9 원주민/토착민권리침해 건수 및 관련조치 45,46

사회
성과지표

경영방식 공시 - 원칙 7,10

SO1 업무활동의 시작, 운영, 종료단계에서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범위 및 실효성 37,38 원칙 7

SO2 부패위험이 분석된 사업단위의 수 및 비율 61,62

SO3 반부패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61 원칙 10

SO4 부패사건에 취해진 조치 61 원칙 10

SO5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참여 8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62,63

SO7 부당경쟁행위 및 독점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건수 및 결과 62,63

SO8 법률 및 규제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63

제품책임
성과지표

경영방식 공시 - 원칙 8

PR1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사용기간동안 고객의 건강 및 안전영향평가절차, 해당 평가가 실시된 주요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37,38 원칙 1

PR2 결과유형별로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영향관련규제 및 자발적 규칙위반 건수 62

PR3 절차상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유형, 그러한 정보요건이 적용되는 주요제품/서비스의 비율 해당사항없음 원칙 8

PR4 제품/서비스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위반 건수 및 형태 해당사항없음 원칙 8

PR5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포함한 고객만족 관련 활동 62,63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준수프로그램 63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위반 건수 63

PR8 고객개인정보보호위반 및 고객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63

PR9 제품 및 서비스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규제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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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번호 지표내용 UNGC조항

전력산업
추가지표

EU1 전원별 설비용량 6

EU2 전원별 발전량 68

EU3 전압별 송배전선 길이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없음

EU4 일반가정, 산업, 상업, 기관 고객 분류 및 개체수 해당사항없음

EU5 배출량 거래시스템 하 배출권 할당분 해당사항없음

EU6 단기, 중기 전력가용성 및 신뢰성 보장 계획 68

EU7 전력수요관리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현황 해당사항없음

EU8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지출 금액 및 활동 현황 72

EU9 원자력 발전소 조업 중지 규정 해당사항없음

EU10 장기 전력수요 예측량에 따른 전원별 설비 확충 계획 68,70,71

EU11 전원별 화력발전 효율성 69

EU12 전체 에너지 대비 송배전 손실률 해당사항없음

EU13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 지역의 생태 현황 36,37

EU14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관리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 57

EU15 직군별, 지역별 5~10년이내 퇴직이 예정된 임직원 비율 56

EU16 임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의 보건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지침 63,64

EU17 발전소 건설 및 정비운영 하청인력의 근로시간 -

EU18 보건안전 교육을 받은 하청업체 직원 비율 63,64

EU19 이해관계자의 에너지 수급계획과 발전 인프라 건설 관련 의사결정 과정 참여현황 45

EU20 이주민 관련 정책 및 경영방침 45 원칙 7

EU21 재난, 방재 대책/ 위기대응, 긴급복구 관련 교육 등 프로그램 64 원칙 7

EU22 프로젝트별 발생한 이주민수 45

EU23 전력보급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정부 공조 포함) 해당사항없음

EU24 전력수요 소외계층에 대한 전력공급지원 프로그램 해당사항없음

EU25 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법정 소송 중인 일반사망 혹은 재해사고수(임직원이 아닌, 일반국민에게 끼친 위해) -

EU26 송배전망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수 해당사항없음

EU27 전기료 체불로 인한 전력공급중단 가구수(공급중단기간별로 세분화하여 보고) 해당사항없음

EU28 발전소 정지 빈도 69

EU29 평균 발전정지 기간 69

EU30 발전원별 발전소 평균 이용률 69

용어설명
고효율 전기집진기(Electric Precipitator)

가스 중의 먼지입자에 전기적 성질을 띠도록 회전시켜 자장을 이용, 집

진하는 장치입니다.

습식 석회석 석고법 탈황설비

배기가스를 석회석 수용액에 통과, 가스 중의 SOx와 석회석을 반응시

켜 황산화물을 제거시킴과 동시에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석고를 생산되

는 설비입니다.

BSC(Balanced Score Card)

기업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측정지

표로 바꾸어 주는 틀로서 새로운 전략관리, 성과평가시스템입니다.

CCM(Clean Cooperator Monitoring 협력업체 및 내방고객 윤

리만족도 조사)

협력업체 계약담당자, 현장소장,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설문방식으

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되어, 선진국이 개도국에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인 투자를 하고 이로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CEM(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고객 경험 관리)

고객의 경험(관계)하는 모든 상황과 그 심리적 과정을 분석, 통합함으

로써 총체적으로 고객을 이해하는 것으로 결과가 아닌 과정과 실행에 

중점을 두는 고객 만족 개념을 말합니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유엔환경계획(UNEP : UN Environmental Program)의 산하조직

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GWP(Great Work Place 훌륭한 일터)

전 종업원들이 자신의 상사와 경영진을 신뢰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업

무에 자부심을 가지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터를 의미합니다. 세 가지 요건은 구성원이 인간미, 도

덕성,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고 공정한 절차를 갖춘 믿음이며, 자기

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신바람나게 자기가 하고 있

는 일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시스템으로 석탄 및 중잔유, Petroleum coke 

등의 저급의 고체 및 액체 시료를 고온·고압조건에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 반응을 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가스를 만든 다음 

정화공정을 거쳐 가스터빈에서 1차 발전, 증기터빈으로 2차 발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협약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로 1988년 지구환경 가운데 특히 지구 

온난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목적으로 UN 산하 각국 전문가

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온실화의 과학적 평가, 환경이나 사회에의 영

향, 그 대응을 세 가지 실무그룹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데 궁극적으

로는 ‘지구온난화 방지 조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OHSMS(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안전보건경영체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한 방지와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책임, 절차를 규정한 후 기업 내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을 말합니다.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Biphenyl기(C12H10)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염소로 치

환된 물질의 총칭으로, 독성이 강하고 분해가 느려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 피해를 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하나입니다.

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정

책고객 관리시스템)

정책 분야별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시

스템으로서 최근 정부기관들이 정책추진시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

고, 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홍보수단을 의미합니다.

PMP(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PMI에서 주관하는 국제 공인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자격증

PSMS(Product Safely Management System 제품안전경영

시스템)

제조물책임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총체적 경영활동으로 제품개

발 단계에서부터 설계, 제조, 출하, 폐기 등 전제품수명주기(Total 

Product Life Cycle)동안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경영

활동의 새로운 경영시스템 모델입니다.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환원법)

배기가스 중의 NOx를 촉매 층에 통과시켜 자연 대기상태인 N2와 O2

로 분리시켜 배출하는 장치입니다.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총석유계 탄화수소로 유류(기름)로 오염된 시료 중에서 주로 등유, 경

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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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주요인증 및 수상내역
년도 주관/후원기관

’11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은상 수상(평택) 한국표준협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금상 수상(서인천) 한국표준협회

한국아이디어경영대상 한국제안왕 및 최우수제안상 수상 한국제안활동협회

국가보안업무 우수기관 지경부장관 표창 수상 지식경제부

2011년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지식경제부, 환경부

2011년도 한국윤리경영대상 수상 신산업경영원, 지식경제부

’10

한국아이디어경영대상 최우수제안상 수상 한국제안활동협회/한국경제신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한국사보협회/문화체육관광부 등

윤리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한국경제매거진/중소기업청 등

아름다운동행상 수상 중소기업청

제32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기후변화 대응분야)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상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서인천) 에너지관리공단

’09

대한민국 기업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보분야) 사보협회/전경련 등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포상 에너지관리공단

수질TMS 우수운영 사례공모전 (평택본부) 환경관리공단/환경부

환경부 장관상 (비점오염원 저감부문) 환경보전협회/환경부

공공구매 촉진대회 (공공구매 우수기관) 중소기업청

발전소 주변지역 우수사례유공 (지식경제부 장관상) 지식경제부

주요 가입단체 현황
분야 협회명 분야 협회명

윤리·투명

윤경포럼

발전기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윤경 CEO클럽 한국에너지재단(한국 WEC위원회)

한국감사협회 대한기계학회

사회공헌 대한적십자사 대한전기학회

품질·혁신

한국표준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품질경영학회 에디슨전기협회(EEI)

한국품질명장협회 동아시아 서태평양 전기공업협회(AESIEAP)

국가품질상 수상기업협의회
건설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식스시그마 연구회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한국제안활동협회 환경 환경보전협회

한국능률협회
신재생에너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안전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산업안전공단

경영·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구전ㄱ

연료·계약
세계석유회의한국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구전ㄱ

무역협회 전경련 국제경제원

서부인의 신조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정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무한한 신뢰

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우리는 고객이 더 싼값으로 더 좋은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 회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 회사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고객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린다. 

우리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사업활동과 봉사를 통해 공동번영의 

길을 걷는다. 지역사회를 위한 학술·문화·체육·장학·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공헌한다. 우리는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각종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

한다. 우리는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사업관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하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협력업체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부패와 연관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원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대우는 적절하여야 하며 근무환경은 

쾌적하고, 사원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고충을 토로하는데 자유로워야 한다. 채용, 보직, 승진 및 

능력개발에 있어 능력과 업적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원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기계발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며 회사가 

성공하도록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하여 주주의 투자이익을 

성실하게 도모한다. 모든 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상품과 서

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 견실한 수익기반을 창출한다. 

우리는 국제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투명한 회계처리에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 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한다.

첫째

넷째

셋째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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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용의 충실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은 향후 발간될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본 보고서를 알게 된 경로는 어디입니까?

       웹사이트   신문, TV 등의 매체        한국서부발전   세미나/강의 등     기타

2. 귀하께서 속하신 곳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정부/주주/투자자   임직원                  협력회사 및 거래처   지역주민/NGO     일반국민     기타:

3. 본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하기 쉽다   대체로 이해가 된다    대체로 이해가 어렵다   이해가 어렵다

4. 본 보고서의 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기업정보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경제적 성과

5. 본 보고서의 내용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6. 향후 더 나은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7.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독자 의견청취서

1단계 2단계

  기업정보   기업개요            비전과 경영전략            기업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경제적 성과
  발전설비 운영                   신규사업 개발(국내, 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술개발                         경영혁신                                 재무성과

  환경적 성과   기후변화협약 대응노력              발전오염물질 배출관리

  사회적 성과
  안전보건                         윤리경영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 지원, 상생경영      직원만족(복리후생, 노사협력)       지역사회 지원 및 사회공헌

  기타   연료구매                      전력설비 확장기반 구축

보내는 사람

성명 :

TEL :

E-mail :

보내는 곳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TEL : 02-3456-7614, FAX : 02-3456-7752

E-mail : sustainability@iwest.co.kr


